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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多훌主훌훌훌훌

1 . 개 요

유태교나 기독교와는 달러 (註<D) 이슬랍에서는 힐부다처

주의률 허용한다. 그러냐 이슬랍은 이 얼부마처추의률 행

하기 위한 제반 자척과 여건율 법으로 규정하므로서 그 ‘.~

行에 않은 제약을 7t하고 있마. 그러므로 얼부마처주의률

실행한마는 것은 매우 어렵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슬랍에서 얼부다처주의훌 허용하는 원인은 지역이냐시

대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처해지는 환경 역시 달라치는 데

기언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아난 다른 여자와

은밀히 밀회하거냐 또는 이혼하는 것보마는 차라리 아내률

더 맞아들이는 것이 냐은 방법이 훨 수도 었다.

서로 마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랑률에게 똑갈윤 것율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알라께서는 그품의 체시훌 흥해 알맞는

처방율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슬랍에서 보는 얼부다처추의홉은 어형한카 살

펙보자.

합 1) 압 2.3.4.5번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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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부다처주의는그 자체가 부도덕환가?

일쑤다처주의에 대한 우리의 논i의률 간략하게 하기 위혜

종교라는 것이 Ii쐐 倫PILili德~ .9 1 수긍할만한 끌거가 훤마고 가

정하자. 그러고 각· 宗It간의 배교， 즉 이슬함과 ~~장 밀접

한 종교안 유태교와 기독교는 일부마처추의에 대하여 어때

한 견해률 가지고 았는가 살펴보자.

(a) 유태교 : 쿠약성서에 냐오는 대부분의 예엔자플01 일

부마처주의자였다는 사설운 주목할 만한 것이마. 쿠약에

의하연 “하냐넙의 뱃”인 아브라함은 여러명의 아내뜰 가졌

고 다윗은 100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솔로온은 700명의 아

내와 300명의 첩올 거느렸다고 한마.

만약 얼부마처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연 성경의 이러한측

연 역시 쑤도덕한 것이며， 성경， 그러고 성경에서 냐-오는

예언자들파 교훈들이 신성할 수가 없다는 결혼이 추롤휠수

있는 것이다. 그러냐 유태언이냐 기독교인 또는 우슬럼들

은 하냐닝이 보내신 에언자들을 단순허 얼부마처으1 ~t:.活方

式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을 부도덕한 인간이라고여

겨오~l는 않았던 것이다.

성경 사천은 얼부다처를 하냐의 가정 사실로써 요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지혜로운 섭판판들， 마

윗， 졸로몽둥 많은 예언자들이 일부다처를 행하였던 것이

다. 補明記 17장 17젤에 보변 어느 王이던 파도하게 많은

아내률 맞아 플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바 있었마. 그렌데

그후에는 王이 거느릴 수 있는 아내의 수릎 18명으후. 평민

연 경우는 4 명으로 한정시키는 규정이 생겨나게 됐던 것

이다. (註(2)

-4-



일부마처를 합법화시컨 배후의 철학은 성경 백파사천에

서 잘 설명되고 있다.

“아배를 하나의 재산으로써 간주하고 있는 남자화변 같

은 원리로 그가 원하는 수 만큼의 아내를 얻올 수도 었다.

다시 말하연 그가 아내를 재물로써 살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마. 그러

냐 유태교의 율법 학자들은 王인 경우에 18명， 평민인 경

우에 4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힐 수 없다고 법률로써 정하

고 있댄’ (註@)

유태교에서 일부다처를 명백히 금지한· 시키는 이슬량

발생 4 세기 후인 11세기 초였다. 베스터마르크에 의하연:

“유렵에 겨주하는 유태안들 풍에 중년충은 아직도알부다

처률 행하고 았으며 이슬랍 지역의 유태인 역시 현재까지

행하고 있다. 일부다처가 명확하게 금지펀 것은 11세기

초 보릎스 (Worms) 종교 회 의 에서 였다. 이 금지 초항은

독일파 프랑스 북부에 거추하고 있는 유태안에게 척용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곧 유렵 천역에 거쳐 실행되었

다. 그럽에도 불쿠하고 오늘날의 유태인 결혼 규뱀을 보

연 일부마처가 법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의 |日뿔들이 아직

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註@)

註 2) ·Dictionary 。‘ ’.. Bibl. (James Hastir멍 편질) • 캐정판. Chari. Scribner’s

Sora. N. Y.• 1963년 624페이지.

註 3) Encycl。뼈ia Bi비 iea (Rev. T. 1(. Ctl빼.. J. S. Black편집) 뻐 Macmi.

Il ion Co. Landon. 1902년.‘ Vol 3. P. 2946.

註 4) W.termorck. Edward fI>, •• Ttl. History 야 Human Marriage '( 저15판 편집)

"-bc삐lion or넙 Co.. LId. Lor녕on. 1925 년. Vol. m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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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카찰럭 산부-갈이나 초기 91것이마.

게 다루어

(b) 기독교 : 구약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안 위치률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부다처주의의 논의에 있어서 가볍

질수 없는 것이나. 예수껴l 세 “냐는 쿠약의 율법

파 예언자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발한 사실은 쑤약에 나타난 겨I 율과 예언자들

의 중요성올 언정하고 있다는 사섣을 암시하는 것이마.

언하면 신약에서도 엘부다처갚 영백히 끔지하고 있는것 은

기독교연둘역아니라는

시 이 사설을 수세 기에 섣쳐 이해해 왔던 것이마.

인간 결혼의 역사에 관한 유영한 저숲을 담긴 베스터마흐르

크는 마음과 같은 시야기릎 하고 있다.

기독교는유렵 시

“그러이스냐 로마에서뉴 일부-일처주의가 유일한

인 결혼 형식으로 간주되였음에 반하여

합엽적

회에 일부일처주의플 의우화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

혼 신약에서도- 일부얼쳐주의플 지극히 당연하고 이상적인

결혼 형식으로 간주하고 있으냐 교쿠 신부냐 사제의 경우

률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영부일처를 금지하지 않았마. 이

미 기독교가 천파펀 치역에서는 일부일처주익가 일반적

엔 결혼 형식으로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거의 기독교

천파자들이 일부다처주의를 닙l 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허

기독다. 그러냐 유태언뜰인 경우-는 판이하게 다흔 것이

교가 발생하기 시작한 연후에도 계속 일부다처주의를

용하고 있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펴져 있었띤 것

이다.

열부 신부들은 유태인의 이러한 육욕적인 판습플 닝l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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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으나 기독교초기에 있었띤 종교회의에서도 일부

마처주의를 반대하는 업창올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고

우상 숭배가 성챙하던 시대에는 얼국의 왕들이 일부마처

를 수시로 행하였고 거기에 어떠한 규제도 있올수 없었

마. ·6 세기 중엽 아일랜드 국왕언 다아르메이트는 투명

의 멍. tJ l 와 푼명의 후웅올 거느리고 있었다 r메로빙」 왕

조 해에도 얼부따처가 성행하였었고 찰스 대제는 두명의

왕tJl 와 수많은 정부를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찰스대제

l 의 법령중 어떤 것플은 일부다처주의가 이미 성직자들간

에도 넬리 펴져 있마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후에 헤셰익 필립왕과 프러시아 프레드릭 벌탤픔

2 세판 부터 교회의 성직자들을 언정함파 동시에 일부 61

처주의플 정석으보 허가하였다. 루터 자신도 션조들의 일

부이처쓸 인정하였고 벤란크돈 역시 마찬가지였다. 루터

자신도 수차에 걸쳐 일부마처주의에 대해 매우 판대한 발

언을 하곤 했었띤 것이마. 사실 닐부다처는 하냐넘 꺼l 서

끔한 사항이 아니며 ‘완백한 기독교언’ 이라 지칭되는 아브

라함 초차 2 명의 아내률 맞아 들였다. I日約의 경우률보

드라도 하냐넙껴l 서는 흑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랑들에

한해서 얼부다처주의률 허용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역시

이러한 先例를 따르고자 할빼 그것은 다붐허 가능한 것이

며 하냐넙의 의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냐 이와

같은 일부마처주의는 이슬합의 경우와는 달러 이혼올 전

제로 성럽되는 것이다. 1650년 웨스트팔리아 강화회의직

후 30년 천쟁으로 안하여 남자 인구가 격 감하게 되 었다.

이빼 누렌베르크의 rFrankish KreitagJ는 얼부이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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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고 있는부다처주의-를 강력히 경우도 있마.

채택하는 결의안을 홍과시켰다. 어떤 기녹교 종파뜰은 일

1531

년 재침례교도들은 운스션에서 진정한 가독교언이 되려

명의 아내를 얻어야 한다고 공개척으로하는 사람은 여러

설교하기도 했던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몰온

L
"""l::::""

교도플은 얼부다처주의를 성스러운 판습으로 생각하고있

것이다:’(註@)

이러한 점들올 01 루어 보아 일부마저주의는 유독 이슬랑

만이 고집하는 교리가 아니며 오래천부터 샤흐l 척 판습으로

존속해 왔던 일부마처주의를 이슬란이 새잔게 부각시컨 켜
/、

오히려이슬랑에서는도 아니라뉴 것이 영백해질 젓이다.

이러한 일부마처주익을 억짜하려는

다

경향플 띄고 。 I.!=
:M."""C 것이

이제 마음 질운으로 념어가 보기로 하자.

값 5) IbId. pp. 50--· 51 01슐립의 일부다저주으|가 유태교나 기독교의 영향

를 받아 일샘힌 것은 아니다. 왜냐히면 01훌림 01 일부다처를 허용히는

본질적인 01유는 그킷 01 히나님의 겨!시로서 쿠한α| 빙시되어 있기 [【H문

01다. 일부다처가 멀적으로 인정받게 된 상횡 21 실명? 쿠한 21 4 흩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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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법(샤21아)은 잃부다처주의톨어떻게 보는가?

마음의 쿠란 귀철은 않은 무슬립을이 戰死한 「우흐드」 션

투 이후 일부마처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이 귀절은 그 당시 살아 냥은 무슬럽뜰에게 과부와 고아들

올 돌보야야 한다는 의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註@)

장5윷i LXLι1혈떠펴캘‘굉I풀녘월젠쏠i송iii

증샤‘i‘정‘*설홉f헬출iir갖펴j장엽i펄;앓훌‘

“만약 너회가 고아들을 공펑하게 돌볼수 없다연 너희들의

선핵에 화라 4 명까지의 여언을 아내로 삼아 그들올돌보게

할지어마. 그러냐 만얼 너회들이 여러 아내에게 공명하게

대할 능력이 없다면 오직 한명의 아내만을 둘것이다:'(4 : 3)

이 귀절은 다옴과 같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마.

(1)얼쑤다처는 강요되지도， 권장펀것도 아니며 단지 특수

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 뿐이다.

(2) 일부다처는 결코 성책 욕망율 만족시키기 우l하여 허용

환 것이 아냐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척인상황

으로 보아 파부와 고아들율 불쌓히 여기는 연맨의 점에서

til 롯된 것이마. 위에 언용한 주란의 귀철은 이률 뚜렷허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l 슬랍의 다처추억훌훌운 당시 만연하떤 사회책 판

슐에 많은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었마. 왜냐하면 당시 아합

g효 6) Abd AI·A’i. Hnmmuda. I ‘’。m in Foc“. T" Canadian Islamic C._.

Eetnonton. Alberta. Cana뼈 1963년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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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냐 여.타 민족들운 10명 혹용 그 이상외 여성파 결혼하

는 사회적 판슐을 갖고 있었기 빼품이다.

(4) 아내들올 공형하게 대우하는 것운 다처률 택한 무슬램

의 의무안 것이다. 여기에는 옴식， 의복， 청살， 천절한 행

동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률은 맙성이 천적으로

책임지어야 할 사항들언 것이마. 아내풀을 공팽히 대우하

지 뭇하는 무슬렴들에게 쿠란은 다음파 같이 경고하고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오직 핸 명의 아내얀올 둘 것이로마"

(4-3)

같은 章의 다른 귀절과 이 귀절올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일부다처가 그러 용이하치 않으며 이슬랍은 오히려 얼부다

처주의를 억제하고 있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쿠란귀철올 안용해 보자.

’째;혈;파;iI G헝. 꽤‘*:;·펴 (켠응느4쉰 설 i
“너회가 진정으로 너의 모든 아내들올 공펑하게 대우하려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지니라“( 4 -129)

이렇게 아내들올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기 빼품에 남성둘

은 그가 원하는 많은 여성들올 모두 아내로 맞이 한다는 것

이 얼마냐 어려운 것언가률 안식하게 펀다. (註 (J)

또한 그들로 하여금 투벤째 아내률 얻흐려는 생각을포기

註 7) 註 3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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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것이마. 왜냐하면 모든 아내는 똑같이 동둥한

위치를 차지하며 남펀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혜문이다. 이슬랑법에 의하면 난펀이 그 아내중에 어느 아

내에게 부당한 매우를 하였을 경우 그녀는 곧 업원에 가서

이혼 청푸소송을 처l 치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 귀철은 유괴， 매매 또는 유혹의 방법이 아닌 합법

척인 방식에 의한 결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슬랍에

있어서 “결혼”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이슬람에서 결

혼이란 양측의 합의와 승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근거가마련

되는 번사계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성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남성파의 강제적안 결혼올 거부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듯 이슬랍에서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 쌍방간의 자유

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첫벤째 부인의 경우블 보자.

(a) 첫째 부인이 임신을 뭇하거냐 지명이 있을 경우에 이

혼보다는 제 2 의 아내를 맞아 들이는 일부다처가 보다 나

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b) 만알 결혼 계약에 따라 얼방적인 이혼 청쭈권을그녀

가 가지고 있올 경우 남펀이 제 2 의 아내를 맞아들이변 그

녀는 알방척으로 이혼을 만행할 수 있다. (에스마. Ismah)

(c) 만일 남펀이 그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명확

한 증거가 있으연 그녀는 법원에 이흔 챙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슬랍에서 얼부다처주의가이렇게 억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한은 왜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얀

가? 여기서 다른 운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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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떠한 경우에 잃부다처주의가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올까?

古令올 악올하고 무슬랩 학자뿐만 아녀라 배우슬립 학자

까지도 이러한 경우를 계속 지척하여 왔다. 마음의 경우둘

은 이슬랍에서 판섬올 가착고 해결책올 모색하려고 하는개

안적， 사회척인 문제점률이다.

(a) 개언척안 경우:

1. 남펀은 자신의 자식이냐 상속언을 칼쿠하나 아내가

불임 여성얼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남성운 마음의 두가지 中에 하냐률

선택해야만 한다.

- 일생 동안 어련애률 갖지 웃하게 되는’바극율 감수하

는 켈， 아니변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융 낳아줄 수 있는 여성과 다시

결혼하는 질. 두가지 7t 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가지 방법이 가장 최선언 것으

로 여겨지고 있는데 얘기에서 얼부다처주의의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마. 왜냐하연 결혼 판계는 그대로 유지시

키며 동시에 그 자값의 자식율 가질 수 있기 빼풀이다.

2. 아내가 지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여의 남펀은

다옴 셋 중에셔 한가지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내의 안정을 위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자제한마.

-아내가 그의 애정을 회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녀와

이혼율 한다. 그라고 다릎 여성파 켈혼을 하여 성학혹

쿠률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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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인 아내와의 판계는 유지하되 윤말하케 다른 여성

을 사귀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켠다.

위와 같은 경우률 이슬랑 교리에 업각하여 검토하여 보

자. 첫벤째의 해결책은 인간성에 위배된다. 이슬량은 성행

위 및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것율 위하여 법적인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마. 두벤째의 해 결책은 더욱 바랑직하지 뭇

하다. 특하 부부간에 깊은 애정이 담져 있을 빼 더욱 그렇

다. 게다가 사도 무함받 (그풀어l 게 알랴의 축복야: 내리소

서)은 이혼올 “하나닝이 가장 싫어하시연서도 허용하신것”

이라고 요사하고 있다. 마치악의 해 절책운 어혜한 불륜의

성행위도 금지하는 이슬랑의 교리에 릎명허 위배되는 것이

다.

이상과 갚은 것을 요약해 보연 이슬량은 부도덕성， 도덕

을 가장하는 위선척인 행위， 보다 냐은 해결책이 있옴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이혼 둥올 배격한다. 분명 이슬랍윤 인간

의 본성과 순수하며 합법적인 성판계률 유지하기 위한보다

훌륭한 방안올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t;l 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배우자률 자유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이슬

랍으l 일부다처추의가최선의 해철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

자가 없는 것이다.

(b) 사회척인 경우 :

1. 인류학자들은 여러 종족파 사회의 얼부다처주의

는 사회척， 경제척인 필요에 의해 성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매우 밴·곤한 지역에서는 유아의 사망윷이 팽창허 높

다. 반면에 그러한 지역일수록 어련이율이 가족의 생껴l 유

지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하냐의 人力언 것이다. 이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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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많이 가져야 하는 상황 下에서는 얼부다처주의제도자불

가피하게 띈다. 바로 이렌 이유 빼운에 아프리카 지역으후

파견된 기독교 션교사둘이 그 치역 주만들의 얼부마처주의

률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엔정하고그것을

그곳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마. 어변 학자는 오랜 연

우를 통하여 그러한 사회의 여성들은 얼부마처주의률 발아

들얼 뿐만 아니라 그중의 일부는 오히려 그것올 훤한마는

사실까지도 발견했던 것이다.

2. 원래푸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않은 경우， 이외

에도 천쟁으로 인하여 많은 낭성이 사망하제 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로 결혼윷 웃한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게되는

동시에 형온한 가정 생활을 갈쿠하는 미망인들 역시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야마. 이러한 경우에 얼부 마쳐주

의률 규제하는 것윤 그에 대한 허용보다는 오허 려 역효파를

낼수도 있는 것이다.

미혼녀냐 며망인들도 역시 언간임에 툴립없다. 그들이

성적인 욕구률 합법척으로 충족시키지 웃한다연 그둘은 타

학과 부도덕한행위률저지료고 싶운 충동에서 벗어냐지뭇

하고 不倫의 냐학으로 천락할수도 있는 것이 다. 그러고 그

녀들은 마침내 도덕척￡로파멸하고 말 것이마. 그리하여

경제척， 정서척으로 아무렌 보장과 권리도 가지지 뭇한 채

냥성의 쾌락 도주로 천확하고 말 것이마. 그렇게 되어 업신

을 하여도 아무렌 도움도 풋받고 그녀 자신이 흘혹 젝 임율

져야 한다. 바록 그녀가 스스로 모든 해 결올 한다고 해도

그것으후 언하여 사회 천체에 커다란 운제점을 남기게 된

다. 이렇게 태어냐는 사생아의 숫적 증가는 기촌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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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먹체계에 커마란 위협이 되는 것이마. 왜냐하연 샤흐l

에 적웅하기 힘듣 그들윤 참재척언 벌죄자가 펼 수 밖에 없

기 빼붐이다. 게마가 아배치가 누주언지도 모르는 그율이

순수하고 정상척언 7~정 생활에서 향유하지 뭇할빼 그것은

하냐의 非A道的인 사회품제로 동장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제 마지악 한가지의 품제률 더 언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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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잃처다부주의(-훌多夫主훌)는 왜 성립이 되지 않는

가?

여성이 신체척， 섭리척￡로 남성과 뚜렸한 차이를 가졌

다는 것은 추지 l 사실이다. 심리적인 측연에서 볼빼 여성

은 여성만이 지니는 특성혜문에 누구냐 마 일후얼처주의자

가 펀다. 게다가 古今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家훨은항

상 남성이었다. 만얼 한 가정에 둘 또는 그 이상의 家갚이

존재할 경우 어 혀한 얼이 발생하리라는 것쯤은 누구냐 쉽 커l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한 여성이 여러 남펀과 더불어 산

마연 그 자식의 아배지는 과연 누구인가하는 매우 어처쿠

니 없고 복잡한 품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m



6. 훌훌 월

이상으l 것을 종합하여 볼 째 이슬랑의 일부마처주의에대

한 일반의 인식은 매우 배 합리적이고 펀파척이어서심각한

오츄률 뱀하고 있는 것(1\다. 얼쑤다처주의는 거의 대부릎

의 운화권에서 별 마를 우리 없이 행해져 왔었다. 그것은

여러 종교화 부터 하냐의 기정사실로 묵인되어 왔고이슬랑

이 발생하기 이션부터 오늘말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풀온교도뜰은 til 밀스럽거l 일부다처를행하고 있고

(J t: @) 또한 아프리카 지역 또는 그외의 지역에 파견된 기

독교 천도사들은 일부냐처쓸 엔정하고 있다. 왜냐하연 그

지역에서의 일부마처주의는 사회적익l 필요성에 의해 행해

;.c\고 있기 빼운이마.

이슴람이 얼부마쳐주의률 公I¥j으로 名分化 시켰옴에도不

#J하고 사살상에 있어서는 이 제도률 억제하고 있는 것이

마. 뿐만아니라 이슬랍은 일부다쳐주의가 갖는 인간껴， 여

성옹호적인 특정을 정확하게 웅용하므로서 모든 아내률에

대한 개성적. 사회척 ;ott 우l 률 향상시켰던 것이다. 설령 어

I션 개엔의 특수한 狀況이 새로운 아내률 맞아들여야 한다

고 할지라도 이슬람의 교회는 oj률 再考， 三考 혜보도록철

At 8) 미국 유타 추왜| 거주하는 약 30.000명의 를몬교도톨온 비뭘«51 훌훌

올 행하고 있다. 률몬교는 흥흩의 원칙를 히나님의 계시로 받아톨이고

있다. 01것은 롤몬교도톨옳 약속의 땀윈 휴타추로 윈도한 브링햄 명

01후어| 널리 성행하였다. 그러나 1앉30년이| 제정된 연방벌01 일부다처제

톨 글지한 후로 교호| 자글괴 재산01 를수당하였다. 01킷01 교효|이|서의

중혼율 명빽히 음지하게 만흩었다. 교호| 지도자윈 WilfOl' d 빼혀ruf ’ 는

후이| 훌感어! 의해 작성된 선언운율 빌표하였다. 미국에서 월부다처이|대

해 적나나하게 기률한 룬헌으로는 Ben Merson 으l ‘ HLBbar넙 *‘’h Mor. t뻐n

。 ne w，，~·:. (In J 。‘. nolo June. ’ 96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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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만첨뜰율 부여해추고 있는 것이아.

이솔랍의 보펀썩익l 켈혼판은 일부다치추91 가 아니라 일

부얼처주의 이다. 그럽에도 불쿠하고 제한환 얼쑤다처활 허

용하는 이유는\었과 !I.. 여러가지 사회젝엔 필요성파 운제

점， 그라고 품화의 변화능에 대한 이괄랍의 견해에서 에l훗

펀 것이다. 배록- 이러한 얼쑤마처주의.減이 이촬랍이 갖는

선-홍척엔 유연성과뉴 거리가 멀다고 -빨 수 있으냐 이러한

것율 이야기함요후써 이슛랑이 현섣척인 운제첩뜰에 많운

판심율 보이고 있다는 것-올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이와

갈이 이슬랍은 개엔 빛 사회의 운제점쉰욕- 펴상적으화 척

당히 해결하지 않고 그 내면까지 깊게 파허l 친다. 그러하여

현실운제에 대한 無쩌l활 극복하고 웬씬 ..;(1 혜오-운 해결책올

오색하는 것어따.:iL 해결책이 합법척이고 또한 명확한 것

임은 말할 냐위도 없다. 한 여 자가 법으호 인정된 둘째 부

인이 되어 천철한 대우폴 맘뉴다는 것은 법척안 권리가 천

혀 없는‘일시척악 l 정부가 되는것 보다 훨샌 냐윤 것이다.

얼부마처률 행한 아배치로부터 떳떳히 호척율 가지고 태어

냐 자식~로서의 모틀 권리와 륙권융 누리는 것이 사생아

로 태어냐는 것보다 훤-싼 행북한 것이다. (륙히 사생아가 빨

안 경우는 더욱 그렇다)

얼부마처주 91 가 알푸얼처추의 보다 해로올수 있마는 것

윤 사설이다. 그러냐 이슬랍운 얼부얼처주의률 부정하고

일부마처추의만을 강죠하지는 않는 ·것이마. 얼부마처가 갖

는 여러 취약첩과 해로운점올 감안하여 이슬랍에서는 얼부

다처푸의훌 어떤 블카파한 경우에 까마로운 조건 하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화 것이다. 이것은 바로 r두가지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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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그 도가 낯은 것올 택한다는’i 이슬랍법의 일반규정

파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

다. 즉 어혀한 聽이 었다고 가정하자. 그 훌、을 행하지 않오

연 또 다릎 훌、이 발생할 경우 정도가 낮윤 4훌‘을 행하는 것

이 불가펴 할 뿐만아니라 보다 현명환 초치 얼 것이다. 이 것운

항해중 태풍을 만났올 혜 선창이 선원의 생 명을 쿠하기 위

해 화물올 바다에 던져 배리는 것과 같다.

이슬랑 교리의 이러한 生動感， 유연성， 긴 안목 둥은 예

언자 무함맏(그릎에 S영화가 깃드소서) 이나 무슬랍 개인 혹

은 천체 우슬님집단의 노랙에서 생겨난 것야 아니다. 그것

은 천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넙 알라의 빼性에

서 유래되는 것이다.

진설로 알라껴l 서는 인간의 모든것，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의 천부를 알고 계시며 인간의 문제점들에 대한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하냐넘 알라의 가호를 거부하고 그자신을

빼이라 칭하면서 스스로의 도덕올 설정할 수도 었다. 그렇

지만 결국 그는 그것이 자아 도취의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될 것이마. 마지막으로 마음파 같은 몇가지의 질문을하

여 보자. 일부마처를 금지한 국가들은 현재 어떻한가? 그

들은 일부얼처를 진실로 성살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가정에 대한 애착섬은 어느 정도인가? 그들 국가에 얼마냐

많은 情觸와 사생아가 있는가? 이며 결혼한 남녀들이 파연

얼부일처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가? 일부다처라는 법의 테

투리안에서 보호받는 부부관계와 간통과 혼외정사로 둬뱀

백이된 일부일처제의 부부관계중 어느 것이 더욱 도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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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언간척이얼수 었겠는가?이투가지 중에 어느 경우가 더

냐은가?

요컨대 이슬랍은 그 속성으로 볼빼 보펀척언 宗敎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차별올 두지 않고 익l깐올

안도하시는 하냐넙에 의해 계시되어 졌기 빼문이다.

바록 현실의 문제점들이 인간의 생활파 판계를 맺으변서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올 회 피하지 않고 해 결하려 노력

함으로써 하냐념의 광명을 우리의 가슴속 가득허 채-울수 있

는 것이마. 위션， 변명 그리고 속이 뻔혀 들어 보이는

기만행위둥은 안간 생활에서 A間파 ~t용의 정으l 률 실현하

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은 도덕심올 함

양하는 데 아무런 영향릭올 끼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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