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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책을책을책을 읽기읽기읽기읽기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두아두아두아두아 (기도기도기도기도) 

이슬람 책이나 레슨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Du'a (기도)를 

읽으세요. 인샤알라  ��� ������ !�"  	#��  ��� ���� �����  공부를 하는 것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아두아두아두아 (기도기도기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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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번 역역역역 
야 알라  ������� �����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하나 외 없는 가장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Al-Mustaraf, V1, P40, Dar-ul-Fikr, Bei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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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에무슬림에무슬림에무슬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존경존경존경존경
*
 

 

사탄은 당신이 이것을 읽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당신을 

게으름 피우게 유혹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인샤알라  	#�� ��� ������ !�"  ��� �� �� �����  당신은 스스로 

마다니(Madani)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루드두루드두루드두루드 샤리프샤리프샤리프샤리프     (Durud Sharif)  의의의의 훌륭함훌륭함훌륭함훌륭함 

신성한 예언자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는 ‘심판의 날에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두루드 샤리프를 가장 

많이 낭송해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Jami’ 

Tirmidhi, Hadith 484, V2, P27, Dar-ul-Fikr Beirut)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 이 연설은 마디나 툴 올리야 물탄(Madina-tul-Auliya Multan)에서 아미르 에 아흐래 수나트 

(Ameer-e-Ahl-e-Sunnat) 의 다와트 에 이슬라미 (Dawat-e-Islami) 의 3 일 짜리 (11 일, 12 일, 

13 일 샤반 1423 히즈리) 국제 이즈티마(Ijtima)에서 말한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여기에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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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짜가짜가짜 동전동전동전동전 

불 숭배자는 샤이크 아부 압둘라 카이야트 �	 �� ��$  %&�����  �'�  (� 	) �* 
(Sayyiduna Sheikh Abu Abdullah Khayyaat) 에게 옷을 

박음질 시켰으며 그는 항상 의도적으로 불 숭배자로부터 

가짜 동전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그가 없었을 때 그의 

학생이 불 숭배자에게서 가짜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샤이크 아부 압둘라 카야트  %&�����  �'�  (� 	) �* �	 �� ��$  (Sayyiduna Sheikh 

Abu Abdullah Khayyaat) 가 돌아와서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동전을 

받지 않았지? 수년 동안 그는 나에게 가짜 동전을 주었고 

나는 그가 다른 이슬람인에게 그것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항상 받아왔단다.’ (Ihya-ul-Uloom, V3, P77, Dar-ul-

Kutubul Ilmiyyah Beirut)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다와트다와트다와트다와트    에에에에    이슬람이이슬람이이슬람이이슬람이    (Dawat(Dawat(Dawat(Dawat----eeee----Islami) Islami) Islami) Islami) 가가가가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 ? ?     

이슬람 형제들이여! 보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깊은 

성인들은 다른 이슬람인들 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상실이 있을 때에도 다른 

모르는 이슬람인들이 우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서 

도둑질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비정치적 운동인 다와트 에 

이슬람이 (Dawat-e-Islami) 는 우리의 신앙 깊은 성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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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억을 되살리길 원합니다. 다와트 에 이슬람이 

(Dawat-e-Islami) 는 미움을 없애고 사랑을 전파합니다. 

모든 이슬람 형제들은 매달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s) 

와 함께 여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피크리 마디나 (Fikr-

e-Madina) 를 하고 매달 담당 이슬람 형제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축복과 함께 당신은 ���� !�"  	#������ �  ��� �� �� �����  

(인샤알라) 이슬람 존중의 영혼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게 되면   

���� !�"  	#������ �  ��� ���� �����  (인샤알라)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마디나 

(Madina) 의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세세세세 종류의종류의종류의종류의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천국에천국에천국에천국에 가지가지가지가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부모와 혈연들은 사회에 있는 그 누구들보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불행히도 이것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겸손해 보이고 예절이 바른 것 같지만 가족들에게는 

잘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압둘라 이븐 우마르  � �+�*  %&�����  '� �,��	-��  (Sayyiduna Abdullah ibn 

Umar) 가 말한 하디스 (Hadith) 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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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스 (Dayyuth), 그리고 남자스러운 스타일의 여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Majma’uz Zawaaid, Hadith 13431, V8,P270, Dar-

ul-Fikr Beirut) 

다유스다유스다유스다유스 (Dayyuth)의의의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앞에서 언급한 하디스에서는 다유스 (Dayyuth) 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인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Dayyuth 는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 외에도 사촌, 

숙모, 고모부, 형부는 외간사람들입니다. 샤리아 (Shariah) 

에 의하면 시댁 형제 자매를 만날 때는 Parda (베일)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그들과 같이 있을 시, 샤리 파르다 (베일)를 

쓰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며 또한, 남편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면 샤리아에 의해 그는 지옥에 

가야 하는 다유스 (Dayyuth) 이고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는 다유스 

(Dayyuth) 는 이마마뜨 (Imaamat) 를 또는 증언 드리는 

가치가 없는 Fasiq-e-mu’lin (화시크 애 무린)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형제들이여! 마다니 카피라 (Madani Qafilas) 와 

주기적으로 여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마다니 이나마뜨 

(Madani In’aamaat) 카드를 매일 작성하며 지역에 있는 

해당 이슬람 형제 책임자에게 매달 그것을 제출하십시오 

인샤알라 ��� ������ !�"  	#��  ��� ���������  다유스를 포함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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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에 의해 치료될 것입니다. 

남자남자남자남자 같은같은같은같은 옷을옷을옷을옷을 입는입는입는입는 여자는여자는여자는여자는 천국에천국에천국에천국에 가지가지가지가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남성스러운 스타일을 입는 여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디스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거나 

남성 스타일의 머리를 하면 역시 같은 벌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입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라가 

용서해주시길). 현재에는 가끔 소년에게 소녀처럼 보이기 

위해 옷을 입히거나 소녀가 소년처럼 보이기 위해 셔츠와 

바지 그리고 모자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에게 

소년의 옷을 입히거나 남자 머리스타일을 하게 하면 죄가 

됩니다. 헤나는 여자 아이의 손바닥과 발에만 할 수 있으며 

남자 아이의 손과 발에 헤나를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Raddul-muhtar v9, p522, Dar-ul-kutubul Ilmiyya Beirut) 

살아 있는 것을 그려놓은 옷을 아이들에게 입히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안되며 어린이의 

어머니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와두 (Wudu) 

와 목욕 (Ghusl) 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손손손손 위위위위 형제에형제에형제에형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존중존중존중존중  
부모와 함께 형제와 자매 같은 가까운 인척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다음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위 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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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습니다. 손위 형제는 아버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는 ‘남동생에 대해 형이 

가지는 권리는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갖는 권리와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Shu’ubul-Imaan, Hadith 7929, V6, P210, Dar-ul-

Kutubul Ilmiyyah Beirut) 

자녀에게자녀에게자녀에게자녀에게 예절을예절을예절을예절을 가르쳐라가르쳐라가르쳐라가르쳐라  
부모들은 자녀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를 ‘현대적’이 되게 하기 보다는 수나 

(Sunnah) 를 따르고 좋은 예절을 배우게 하고, 수나 

(Sunnah) 의 영감을 받는 마다니 (Madani) 환경에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죄의 관습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알라 (Allah  ������� �����) 를 기억하는 일을 

태만하게 만드는 음악을 듣는 등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전문성을 기르는 등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맙소사! 자녀의 몸과 의복은 더러움을 묻히지 않지만 그 

심장과 행동의 정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게서는 ‘사람이 자선으로 한 saa (약 

2.75kg) 를 기부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자녀에게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고 ‘아버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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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좋은 예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Jami’ Tirmidhi, Hadith 1959, V3, P383) 

집이집이집이집이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Madani) 환경이환경이환경이환경이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한가지한가지한가지한가지 

이유이유이유이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는 마다니 (Madani) 

환경이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농담과 조롱을 하고, 욕이나 

정중하지 못한 언어를 쓰고, 나쁜 행실을 하며, 즐기고 

극도로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슬람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정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된 행동은 가족의 

교정을 위해 매우 큰 방해가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격을 

고치지 않고 가족의 변화를 위해 겸손하며 정중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서 천벌을 받게 됩니다. 알라 

َوَجلَّ   는 신성한 성 꾸란 (Qur’an) 파라 (장) 28 수라(각장) َعزَّ

타흐림 (Sura Tahreem) 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1��2 �3
ٰ
� �,14 �5

�� ��# �6��4
�
#74 �ٓ 1��9  1/

�
: 1��� 1;�� �� 1/

�
: �"�<1=�� 

 �� ��# �> �?
1
@� �� �A# ��B��# �; �C 1��9 ���� D�#�=  

번역번역번역번역 칸줄이만칸줄이만칸줄이만칸줄이만 (Translation Kanzul-Imaan) 

믿는믿는믿는믿는 사람들이여사람들이여사람들이여사람들이여! 인간과인간과인간과인간과 돌들의돌들의돌들의돌들의 연료인연료인연료인연료인 불로부터불로부터불로부터불로부터 너의너의너의너의 자신과자신과자신과자신과 

너의너의너의너의 가족가족가족가족을을을을 구하라구하라구하라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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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우리우리우리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지옥에서지옥에서지옥에서지옥에서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방법은방법은방법은방법은?  
카자인 울 이르판 (Khazain-ul-Irfaan) 에 위에서 언급한 

구절(지옥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하라)과 관련하여 ‘알라 

 ������� ����� 와 그의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에게 복종하고, 

예배를 올리며, 죄를 짓지 말고, 가족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고, 그들로부터 악을 금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식과 예의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친척에친척에친척에친척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존중존중존중존중 
모든 친척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Sayyiduna Aasim 은 

알라  ������� ����� 의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살림을 늘이고 나쁜 죽음을 

방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알라  ������� ����� 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친척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Mustadrak, Hadith 7280, V4, P97, 

Dar-ul-Kutubul Ilmiyyah Beirut)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관계를 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Sahih Bukhari, Hadith 5984, 

V7, P95, Dar-ul-Fikr Beirut) 

친척과의친척과의친척과의친척과의 화해화해화해화해  
이슬람 형제들이여! 사소한 문제로 친척과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위에 언급한 말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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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람들은 친척의 잘못으로 싸움이 일어났다 해도 

그 친척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샤리 (Shari) 의 이유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면 

화해를 자제해야 합니다.  

매달 마다니 카피라 (Madani Qafilas) 로 축복의 여행을 

하며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담당 이슬람 형제에게 제출하면,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은혜로 가슴 속에서 이슬람을 

존중하는 영혼을 갖게 되며 가족과 친척에 대한 차이와 

분쟁 등 모든 것이 해결되고  �"  	#��!��� ���� ��  ��� �� �� �����  그들 역시 다와트 

에 이슬람이 (Dawat-e-Islami) 의 마다니 (Madni) 환경에 

참여하게 됩니다.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고아의고아의고아의고아의 머리를머리를머리를머리를 쓰다듬어쓰다듬어쓰다듬어쓰다듬어 주는주는주는주는 것의것의것의것의 훌륭함훌륭함훌륭함훌륭함  

아버지가 사망한 어린 소년이나 소녀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 소년 또는 소녀가 청소년 (Baaligh) 이 되자 마자 그들은 

더 이상 고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아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큰 상을/보상 받게 됩니다. 우주의 자비 알라의 

사랑하는 예언자  َٰوَسلَّم لِهٖ ى َعلَْيِه َواٰ َصلَّى هللاُ تََعال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알라 َّوَجل  를 기쁘게 하기َعزَّ

위해 고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쓰다듬은 손에 닿은 

모든 머리카락에 해당하는 상을/보상 받게 될 것이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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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나 소녀에게 자애롭게 대해주는 사람은 천국에서 

나와 이렇게 (두 손가락이 함께 있듯이)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Musnad Imaam Ahmad, Hadith 22215, 

V8, P272, Dar-ul-Fikr Beirut) 

고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냉담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수나 (Sunnah) 의 방법은 

머리 뒤에 있는 손을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며, 아이의 

아버지는 머리 앞에 있는 손을 뒤로 가져가야 합니다. 

(Mu’jam al-awsat lil-Tabaraani, Hadith 1279, V1, P351, Dar-ul-Fikr Beirut) 

구부구부구부구부러진러진러진러진 갈비뼈로갈비뼈로갈비뼈로갈비뼈로 창조된창조된창조된창조된  
남편은 아내에게 잘 대해주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갈비뼈로 창조되었으며 여자를 곧게 펼 수 없다. 

여자에게서 혜택을 얻으려면 여자의 구부러짐으로 얻을 

수 있다. 곧게 피려고 하면 여자를 부러뜨리게 되며 그것은 

이혼을 뜻한다.’ (Sahih Muslim, V1, P475, Afghanistan) 

아내를아내를아내를아내를 관대하게관대하게관대하게관대하게 대하는대하는대하는대하는 것의것의것의것의 훌륭함훌륭함훌륭함훌륭함  
아내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은 항상 참고 

관대해야 합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에게 가장 관대한 남자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우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ami’ Tirmizi, Hadith 2621, V4, P278, Dar-ul- Fikr Bei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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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답지남성답지남성답지남성답지 (남성적임남성적임남성적임남성적임) 못함못함못함못함 

이슬람 형제들이여! 아내를 비난하거나 때리기까지 하는 

남자들은 은총의 하디스 (Hadith) 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보다 천성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은 

남성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가장 남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여자가 건망증이 있어 실수를 해도 남편은 

관대하고, 참고, 봐주어야 합니다. 여자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자의 결점(실수)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은혜의 예언자, 우마 (Ummah) 의 중재자, 알라의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 

남성은 이슬람 여성에 대해 증오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여자의 어떤 습관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좋은 습관을 

찾을 수 있다.’  (Sahih Muslim, V1, P475, Afghanistan) 

이슬람 형제들이여!  매달 마다니 카필라스 (Madani 

Qafilas) 를 은혜롭게 여행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슬람 형제에게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제출하면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덕분에 가정 

문제와 분쟁은 해결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며 사랑이 더욱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 간에 행복과 기쁨이 

생길 것이며 아름다운 마디나 (Madina) 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 ���� ��  ��� �� �� �����  (인샤알라).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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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남편의남편의남편의 권리권리권리권리 
아내 역시 남편에게 좋은 행실로 대해야 합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나는 하나님에 (알라) 의해 맹세하니 

누구의 전능 내 인생은 있다, 남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있고, 고름과 피가 흐르면, 여자는 그 상처를 핥아야 

하며,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Musnad Imaam Ahmad, Hadith 12614, 

V4, P318, Dar-ul-Fikr Beirut) 

잔인한잔인한잔인한잔인한 남편이라남편이라남편이라남편이라 해도해도해도해도 집을집을집을집을 떠나지떠나지떠나지떠나지 말아라말아라말아라말아라  
남편의 작은 문제 때문에 집을 자주 떠나 부모의 집으로 

가는 아내들은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은혜의 

하디스 (Hadith)의 말씀대로 마음과 영혼이 따르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면 안 된다. 만약 집을 떠나면 

후회하기도 전에 알라  ������� ����� 와 그의 (순결한) 천사들이 

아내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잔인해도요?’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잔인해도 그렇다.’ (Kanzul- Ummal, Hadith 44801, V16, 

P114, Dar-ul-Kutubul Ilmiyyah Bei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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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지옥으로지옥으로지옥으로 가는가는가는가는 대부분의대부분의대부분의대부분의 여자들의여자들의여자들의여자들의 이유이유이유이유  
어떤 여자들은 남편에게 극도로 불복종적이며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약간이라도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친절함과 호의는 잊어버리고 남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자주 욕하고 성가시게 구는 아내는 즉시 참회해야 

합니다.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가 Eid 날에 Edi-Gah 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들의 곁을 지나가다가‘오! 

여자들이여! 당신들 대부분을 지옥에서 보았으니 자비를 

베푸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라술 알라! (알라의 예언자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에게 욕을 

자주 하고 고마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Sahih Bukhari, Hadith 

304, V1, P123, Dar-ul-Kutubul Ilmiyyah Beirut) 

이웃들의이웃들의이웃들의이웃들의 권리권리권리권리  
이슬람 형제들이여! 타당한 샤리(Shari)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이웃에게 친절히 대해고 존중해야 합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앞에 와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야 라술 알라 (예언자님)! 제가 옳고 그른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웃이 만약 

당신이 어떤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옳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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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그들이 당신이 어떤 그른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그른 일을 한 것이다.’ (Sunan Ibn-e-Maja, Hadith 

4223, V4, P479, Dar-ul-Ma’rifa Beirut) 

가장가장가장가장 높은높은높은높은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 위대하시다, Allah-u-Akabar)! 

이웃들이 당신의 ‘성격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달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s) 를 여행하고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매 이슬람 달력 말일까지 담당 

이슬람 형제에게 제출하면,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은혜로 

이웃의 중요성은 가슴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가짐을 갖게 될 것이며, 당신의 구역은 

마디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  	#��!��� ���� ��  ��� �� �� �����  

ب�ۡيب ح�
*� �ل� 
ۡو� ع� ل� ا   ص� �ه
 ت�ع�

� �ل�ل�ٰ �* دص� م�� ٰ* م
ح�  ٰ/ ع�

아미르아미르아미르아미르 이이이이 카필라카필라카필라카필라  (Ameer-e-Qafila) 가가가가 가져야가져야가져야가져야 할할할할 

품격은품격은품격은품격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여행에서 아미르 (Ameer/리더) 는 동반자를 많이 존중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신성한 하디스 (Hadith) 

에는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동반자를 

가장 잘 대해주는 사람이 아미르이며 그 동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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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자가 되기 전에는 그의 어떤 행동이나 선행도 

뛰어넘을 수 없다.’ (Shu’ubul-Imaan, Hadith 8407, V6, P334, Dar-ul-

Kutubul Ilmiyyah Beirut) 

남는남는남는남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모두모두모두모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주어야주어야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여행을 하면서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는 교통수단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는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부 사이드 쿠드리 (Sayyiduna Abu Sa’eed 

Khudri)  %&����� '�  � �+�*  �	-���  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께서는 다른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는 것을 가져야 하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   

아랫사람에아랫사람에아랫사람에아랫사람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질문을질문을질문을질문을 받게받게받게받게 될될될될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아미르 이 카필라 (Ameer-e-Qafila) 뿐 아니라 모든 이가 

아랫사람에게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보호자는 보호자의 임무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은 보호자이며 백성에 대해 질문 

받을 것이고, 남자는 가족의 보호자이며 가족을 보호하는 

의무에 대해 질문 받을 것이며, 여자는 남편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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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ahih Bukhari, Hadith 2409, V2, P112, Dar-ul-

Kutubul Ilmiyyah) 

이슬람 형제들이여! 매달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s) 

를 은혜롭게 여행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슬람 형제에게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제출하면 아래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영혼을 기르게 될 것이며, 모두 행복해 지고 두아 에 

마디나 (Du’a-e-Madina) 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 ���� ��  ��� �� �� �����  

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 분배분배분배분배  
여행을 하는 동안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의 짐을 지게 하는 

대신 여행자들 사이에 업무를 분배해야 합니다. 한번은, 

축복 받은 동반자들이  	#��2 	3 �����  ���	 �� ���� 여행을 하는 중에, 암컷 

양을 도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살을 

담당하면 다른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것을 책임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리의 업무를 책임졌습니다.  

알리  ََّوَجل  �����&%   의 예언자 َعزَّ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는 ‘내가 불을 지필 나무를 

모아 오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축복받은 동반자들은 

 ���	 �� ����  	#��2 	3 �����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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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알라  ������� ����� 역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t’haaf-us-saadat-ul-mutaqeen, V8, 

P210, Dar-ul-Kutubul Ilmiyyah Beirut)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자리를자리를자리를자리를 양보하라양보하라양보하라양보하라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갈 때 자리가 부족하다면, 여행을 하는 

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이 계속 

서 있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앉아야 하며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압둘라 빈 마수드 (Sayyiduna Abdullah bin Mas’ood)           

 � �+�*  '�  %&�����  �	-���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들 (Badr) 전투에서 

세명을 위한 낙타는 한마리만 있었고, 아부 루바바 

(Sayyiduna Abu Lubaba) 와 알리 (Sayyiduna Ali) 는 신성한 

예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걸을 차례였고 그들 

둘 다 예언자께서 계속 낙타 위에 앉아 있기를 요청했고 

그들이 대신 걷겠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더 강하지 않으며 나는 

보상에 무관심하지 않다.’ (나 역시 보상을 필요로 하니, 나 

역시 걸어야 한다!)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카필라카필라카필라카필라    (Madani Qafila) 와와와와 여행하기여행하기여행하기여행하기 

이슬람 형제들이여! 매달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s) 를 

은혜롭게 여행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슬람 형제에게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제출하면,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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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위해 희생의 

정신을 기르게 되며 축복 속에 인샬라  �"  	#��!��� ���� ��  ��� ���� �����  

하즈(Hajj)를 하며 상서로움을 얻을 것이고 아름다운 

마디나를 보며 축복의 여행을 하는 동안 미나 (Mina), 

무즈다리파 (Muzdalifa), 아라파트 (Arafat) 에서 그리고 마카 

(Makkah) 와 마디나 (Madina) 여행자들에게 자리와 장소를 

기쁘게 내어 주는 상서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많은많은많은 장소를장소를장소를장소를 차지하지차지하지차지하지차지하지 말아라말아라말아라말아라  
이즈티마트 (Ijtima’aat) 처럼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살 빈 무아드 (Sayyiduna Sahl bin Mu’aadh)  � �+�*  '�  %&�����  ��	 -��,�  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와 지하드 (Jihad) 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여행하는 동안)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했고 길을 막았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과연,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그에게 지하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다’. (Sunan Abu Dawood, Hadith 2629, 

V2, P388, Dar-ul- Fikr Beirut) 


ۡو  ل� ب� ص� ح�
*� �ل� � �   بيۡ � ع� �* �ه
 ص�

د ل�ل�ٰ م�� ٰ* م
ح�  ت�ع�اٰ/ 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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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새로새로새로 온온온온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마련하는마련하는마련하는마련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수나수나수나수나 

(Sunnah) 이다이다이다이다 

이미 앉아 있는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나 (Sunnah) 입니다. 와실라 빈 카타브 

(Sayyiduna Waasila bin Khattaab)  %&�����  '�  � �+�*  �	-���  는 말씀하시길,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에게 온 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마스지드 (masjid) 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옆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라의 사도여, 

이미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왜 불편을 감수하고 더 많은 

공간을 만드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슬람 형제를 보면 

언제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슬람인의 권리이다.’ 

(Shu’ubul-Imaan, Hadith 8933, V6, P468, Dar-ul-Kutubul lmiyyah Beirut) 

이슬람 형제들이여! 이슬람 형제들이여! 매달 마다니 

카필라스 (Madani Qafilas) 를 은혜롭게 여행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슬람 

형제에게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제출하면 사랑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은혜로 당신에게 작은 공간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수나 (Sunnah) 를 실행하는 마음가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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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게 되고 

당신은 자나트 울 바키 (Jannat-ul-Baqi) 에 묻히는 공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 ���� ��  ��� �� �� �����  

귓속말귓속말귓속말귓속말 

압둘라 빈 마수드(Sayyiduna Abdullah bin Mas’ood)  � �+�*  '�  %&�����  �	 -���  

는 알라  ������� ����� 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 두 명은 많은 사람이 오기 

전에는 둘만 비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슬퍼진다.’ (Sahih Bukhari, Hadith 6290, V4, P185, Dar-ul-

Kutubul Ilmiyyah Beirut) 

(그 사람은 나머지 두 명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자신을 대화에 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뛰어뛰어뛰어뛰어 넘는넘는넘는넘는 것것것것  
만약 주마 (Jumu’ah) 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 줄에 이미 앉아 

있다면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뛰어 넘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1�� 4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요일에 사람 

위를 뛰어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다리가 될 것이다.’ (Jami’ Tirmidhi, Hadith 513, V2, P48, Dar-

ul-Fikr Bei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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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두두 사람사람사람사람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앉기앉기앉기앉기  
이미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운데에 앉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며 무슬림 존중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두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갈라 놓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앉는 것) 

할랄 (Halaal) 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unan Abu Dawood, 

Hadith 4845, V4, P48, Dar-ul-Fikr Beirut) 

Sayyiduna Huzaifah  %&����� '�  � �+�*  �	-���  는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가 그러한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Jami’ Tirmidhi, Hadith 2762, V4, P346, 

Dar-ul-Fikr Beirut) 사랑하는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하지 마시오. 그 

대신 앉아있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Sahih 

Muslim, V2, P217, Afghanistan) 

사랑하는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누군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ibid) 

이슬람 형제들이여! 사람이 화장실에 가거나 세정 

(wudu/우두) 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스지드 (Masjid) 의 첫 번째 줄에 자리를 

맡아놓거나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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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둡니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타라위 (Taraweeh) 에 사미 (Sami’) 와 무카비르 (Mukabbir) 

를 위해서 자리를 맡아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슬람 형제들이여! 매달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s) 를 

은혜롭게 여행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amaat)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슬람 형제에게 매 이슬람 달력 

말일에 제출하면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은혜로 

당신은 모임의 규범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무슬림 존중의 마음가짐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당신은 성지순례 (Hajj) 의 

상서로움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마디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누구의누구의누구의누구의 감정도감정도감정도감정도 상하게상하게상하게상하게 하지하지하지하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이슬람 형제들이여! 이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이슬람인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샤리(Shari’)의 이유를 제외하고 이슬람인의 감정을 절대로 

상하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어떤 이슬람인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는 절대로 누구도 

속이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놀리지 않고, 누구도 밀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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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절대로 아무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우스와우스와우스와우스와 이이이이 하사나하사나하사나하사나    (Uswa-e-Hasana) 

무슬림을 제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우스와 이 하사나 (Uswa-

e-Hasana) (최고의 성격)를 따라야 합니다. 알라  ������� ����� 는 

영광의 꾸란 파라  21 수라 아흐자브 (Sura Ahzaab) 

2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 E 1/
�F�G �H#�I 1	�J� � 1K � �L 1� �� ��' 

M
N �B �" �0 M� �� 1��� �O 

번번번번 역역역역 간줄간줄간줄간줄 이만이만이만이만  (KANZ- UL- IMAAN) 

알라의 고귀한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확실히 너희에게 좋다. 

52 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 수난수난수난수난    (Sunan)  

알라의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진정 가장 

위대하며 알라의 모든 창조물 중 가장 존중 받고 영광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존귀한 예언자를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무(fard)입니다. 52 가지의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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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리히 화쌀람)의 수난 (Sunan) 이 무슬림을 

존중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1. 알라의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항상 은혜로운 혀를 

지키고 필요할 때에만 말했습니다.  

2.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미움을 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민족의 ‘존중 받는 사람’을 

찬양했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4.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알라  ������� ����� 를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5.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며 그의 친근함, 훌륭한 도덕과 뛰어난 성격은 

항상 변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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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분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축복받은 동반자들  ���	�� ����  	#��2 	3 �����  

에 대해 물었다. 

7.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칭찬했고 악은 무엇이든 비난했으며 사람들이 

악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8.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온건하게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9.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전혀 경박스럽지 않았습니다.  

10.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일에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11.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는 항상 알라  ������� ����� 의 지크르 

(Zikr) 에 맞추어 말씀과 앉아있는 것을 시작하고 

끝마쳤습니다.  

12. 외출 시에는,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은 발견되는 아무 

곳에서나 앉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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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은 곁에 앉는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14.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옆에 앉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 알라  ������������ 의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가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15.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는 대화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16.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축복의  손을  먼저  빼지  않았습니다.  

17.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왔습니다.  

18.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모든 사람을 관대하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19.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축복의 모임은 지식, 온건함, 참을성,  

믿음의 모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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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축복의 모임은 매우 평화로웠고 

누구도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1. 축복의 모임에 누구든 실수를 해도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조롱 당하지 않으며 그 실수가 소문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22.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23.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축복의 눈은 겸손함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4.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처녀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25.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항상 먼저 살람(Salam/인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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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아이들에게도 살람(인사)을 

했습니다.  

27.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방문자가 떠나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 그 방문자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28.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는 축복받은 다리를 모임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뻗지 않았습니다.  

29.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자주 키블라 (Qibla) 를 향해 

앉았습니다.  

30. 만약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가 누군가에 

말에 화가 날 때,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는 “알라 

َوَجلَّ    .께서 그에게 선함을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عزَّ

31.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 개인적인 이유로 

누구에게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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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은 복수를 하는 대신에 항상 

그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33. 지하드 (Jihad) 를 제외하고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로 축복받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 하인들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34.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축복의 

하디스 (Hadith) 는 ‘예의 없고 공격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주변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Sahih Muslim, V2, P322, Afganistan) 

35.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성질의 매우 온화하고, 왕성 

이었습니다. 

36.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37.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 거칠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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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39.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전혀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40.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스스로 3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 교만, 불필요한 행동에 관여  

41.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42.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43.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조언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선을 행했습니다.  

44. 그분  ����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방문자들의 거친 단어 또는 

불필요한 질문 대해 참을성있게 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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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 은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46. 만약 누군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47.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매우 단순하고 겸손하여 자신이 

앉을 대 저명한 또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48. 그분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가끔 축복의 매트 위에서 쉬었고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 위에 쉴 때도 있었습니다.   

49. 수면 시,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축복받은 손을 

베개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50. 신성한 예언자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축복의 말씀은 너무 

분명해서 누군가 원하면 단어의 수도 쉽게 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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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절대 큰 소리로 웃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웃음 소리를 

들었다는 뜻).  

52. 그분  %&�����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은 말하는 동안 절대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ب�ۡيب ح�
*� �ل� 
ۡو� ع� ل� د   ص� م�� ٰ* م
ح� �ه
 ت�ع�اٰ/ ع�

� �ل�ل�ٰ �*  ص�

수나수나수나수나    (Sunnah) 의의의의 번영번영번영번영 

알라  ََّوَجل  �����&%  의 은혜로 신성한 예언자 َعزَّ '�  ��. �/ % � ��  ��	 �� ��$  ٖ�� � ��� � �1��  

(쌀랄라후 따아라 알라이히 와아리히 화쌀람)의 수나 

(Sunnah) 는 꾸란과 수나의 보급을 위한 비정치적 전세계 

운동인 다와트 에 이슬람이 (Dawat-e-Islami) 의 마다니 

(Madani) 환경 안에서 광범위하게 배워지고 가르쳐 집니다.  

매주 토요일 각자의 도시에서 살라트 울 마그리브 (Salat-

ul-Maghrib) 후 시작되는 순나 인스파이어링이즈티마 

(Sunnah Inspiring Ijtima) 의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마다니 

부탁합니다. 

수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신성한 예언자의 헌신자들과 

함께 마디니 카필라 (Madani Qzfilah) 에 시간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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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피크래 마디나 (Fikr-e-

Madinah) (마다니 명상)을 하면서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mat) 책자를 작성하며 지역의 책임자 

(Zimmadar) 에게 제출합니다. (다와티 이슬람이의 담당자). 

이렇게 하는 은혜로 당신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열망을 갖게 되며 수나 (Sunnah) 를 

받아들이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모든 이슬람 형제들은 ‘난 내 자신과 전 세계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ــلآَءاــاِْن ش َوَجلَّ  هلّٰ َعزَّ  라는 

마다니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우리는 마다니 이나마트 

(Madani In’amat) 에 따라 행동하고 전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마다니 카필라 (Madani Qafilah) 

를 여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