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입문  
이 책자는 우르두어 (Urdu) 로 샤이크에 따리카트 아미르 에 
아흐래 수나트, 다와트에 이슬람이의 창시자, 무함마드 
일랴스 앗따르 카드리 라다위 ������ ������	 �
  ����������� �����  	����
�� 님께서 
작성하였습니다. 번역 집회는 이 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또는 구성에 어떤 실수를 찾으시면 
아래 번역 집회의 주소로 연락하고 알라흐  ������������ (하나님)게서 
사와브(보수)을 받으세요. 
 

 

 

 

Translation Majlis (Dawat-e-Islami) 

‘Alami Madani Markaz, Faizan-e-Madinah 

Mahallah Saudagran, Old Sabzi Mandi, Bab-ul-Madinah, 

Karachi, Pakistan. Contact #: +92-21-34921389 to 91 

translation@dawateisla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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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책을책을책을읽기읽기읽기읽기를위한두아를위한두아를위한두아를위한두아    ((((기도기도기도기도)))) 
이슬람 책이나 레슨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Du'a (기도)를 
읽으세요. 인샤알라흐   ��� ���
�� !�"  	#�
 ��� ���� �����  공부를 하는 것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아두아두아두아 (기도기도기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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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번역번역번역 

야 알라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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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참고참고참고:::: Du’a 전후에 한번 두루드 샤리프를 (Durood Sharif) 
암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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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트다와트다와트다와트 에에에에    이슬이슬이슬이슬라라라라미의미의미의미의 입문입문입문입문 

사탄이 당신을 게으르게 할 지라도 본 안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 ���
�� !�"  	#�
  ��� �� �� �����  스스로 
마다니 (Madani)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Salat-Alan-Nabi 암송의암송의암송의암송의 홀륭함홀륭함홀륭함홀륭함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는 ‘Jibrail이 
알라흐가 자신에게 ‘오 무함마드여! (쌀랄라후 아라이히 
와쌀람) 당신의 추종자가 당신에게 하나의 Salat를 전달하면 
나 알라흐는 그에게 열 개의 자비를 줄 것이고, 당신의 
추종자가 당신에게 하나의 Salam을 전해주면 나 알라흐는 
그에게 열 개의 Salam을 줄 것이라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Mishkat-ul-Masabih, 제 1권 pp. 189, Hadis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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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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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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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 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 필수필수필수필수 요건요건요건요건 

알라흐  ������� ����� 는 코란 수라 이므란 10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1!ۡ �23ۡ�4 �� �5�ۡ�67ۡ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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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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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 �1!ۡ�KLMNO 

그럼으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면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라.  [Kanz-

ul-Iman (코란 해석)] (Al-e-Imran, 104절 제 4부) 

앞서 언급한 절에 대한 논평으로서, 코란법전 전문가 
아흐마드 야르 칸 (Ahmad Yar Khan)   ��	 �� ����  	, �-� �.�/  	#���0�/�	 �
 의 한 
유명한 성서해석학자는 Tafsir-e-Naimi 제 4권 72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무슬림들이여! 당신들 사이에 
저러한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그러한 구심점을 만들어 모든 불경스러운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불신자들을 이슬람교 믿음으로, 
죄인들을 경건함으로, 경솔한 자들을 인식 있는 자들로, 
무지한 자들을 이슬람교의 지식과 영적 인식으로, 
냉소적인 자들을 (신의) 헌신에 대한 기쁨으로, 잊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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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기억 속으로 되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심점은 육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부드럽지만 (개인들에 대한 잣대로서) 
엄격하게 설교와 집필을 통해 올바른 믿음, 선한 방법 및 
선한 행동을 이행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구심점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 잘못된 방법, 
잘못된 행동, 악의 및 악한 생각을 혀와 마음으로 범하지 
않도록 집필과 심지어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권한으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설교자이다설교자이다설교자이다설교자이다. 

이 유명한 코란법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모든 
무슬림은 설교자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악행을 삼가도록 설파하는 것은 그들 모두의 의무이다.’ 
말해, 모든 무슬림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다른 
무슬림에게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란법전 전문가 
아흐마드 야르 칸  ��	 �� ����  	, �-� �.�/  	#���0�/�	 �
  은 다음 하디스를 인용했다.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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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و ٰ�ي�ة�  �� ۡ �� غ�ۡو �ع� � ب�ل

‘오직 하나의 구절이라도 나의 믿음에 의거하여 그것을 

전달해라 (Sahih Bukhari, pp. 462, 제 2권 Hadis 3461) 

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 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 설립설립설립설립 

사랑하는 무슬림 형제들이여! 어느 시대에든지 알라흐  ������� ����� 

께서는 ‘ۡنك�ر ن� �لۡم� ن�ۡهي� ع� �� ���ۡ ۡعر�  ب�الۡم�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مر�

이끌고 악행을 삼가도록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등의 책임을 
훌륭하게 이행한 그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Ummah (이슬람 공동체) 에게 그러한 성스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셨다. 이러한 의로운 성인들은 
다른 무슬림들의 마음에 다음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나는 
내 자신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한 훌륭한 인격체들 중 한 사람은 Zul-Qa’da-tul-Haram 
1401 A.H.의 카라치 (Karachi) 에서 자신의 동료 일부의 
도움을 받아 전세계적으로 비정치적인 코란 및 수나 전도 
운동인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마다니 캠페인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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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알라흐마 
모라나 아부 비랄 무함마드 일랴스 앗따르 카드리 라다위 
지야이 (Shaykh-e-Tariqat Amir-e-Ahl-e-Sunnat ‘ Allamah 
Maulana Abu Bilal Muhammad Ilyas Attar Qadiri Razavi 

Ziyaee) 이다 (1981년 9월). 그는 알라흐에 대한 경외심과 
같은 태도1,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에 대한 깊은 헌신, 코란 & 수나 
(Sunnah) 를 준수하기로 하는 결심, 그리고 수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건, 용서, 끈기, 인내, 감사하는 
마음, 겸손, 소박함, 성실, 금욕, 선한 매너, 세속에 대한 
절대적 무관심, 믿음을 지키겠다는 의지, 의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무슬림들을 감화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점철된 
과거 성인들의 상징이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교단을 통해 그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 특히 젊은 이슬람 형제들과 자매들의 삶에서 
마다니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죄를 지은 수많은 

                                                           
1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 Maktaba-tul-

Madinah에서 출판된 ‘Amir-e-Ahl-e-Sunnat의 간략한 일대기’라는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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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의 방식을 
채택했다. 예배 (Salah) 를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바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지드 (성원) 의 이밈가 되고자 수순을 밟았다. 
불순종적이고 무례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으며, 어두운 Kufr(불신)의 계곡을 헤매 
다니던 무리가 이슬람교의 빛으로 축복받았으며, 유럽 
각국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꿈꾸던 사람들이 까바 (Kabah) 의 
아름다움과 마디나 (Madina) 의 웅장한 녹색 돔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분명 
심각해 보이는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비탄에 
잠기곤 했던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마다니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로맨스 소설과 외설적 소설 읽기를 즐기던 
사람들이 Ahl-e-Sunnat   ��
������� �13ۡ�����4  �ۡ 에 관한 책자와 학자들의 
논평을 읽고 싶어하며, 유람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알라흐의 길을 따라 Madani Qafilahs를 여행하기 시작했으며,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나는 내 
자신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 !�"  	#�
  ��� ���� �����  는 Madani 목표를 채택했다.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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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개국에서개국에서개국에서개국에서 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 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이슬라미의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메시지메시지메시지메시지 

알라흐  ������� ����� 의 은총과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흐이히 와쌀람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의 
자비심,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흐이히 와쌀람의 
동료들의 축복과 성인들의 영적 연결, ‘Ulama & Mashaika’
의 지원, 그리고 아미르에 아흐래수나트 (Amir-e-Ahl-e-
Sunnat) 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인해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메시지는 Karachi 에서 수립되어 
파키스탄 전역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인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스리랑카, 
영국, 호주, 한국과 남아프리카 등 전세계 총 176개국까지 
퍼져나갔다. 추가적인 전도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حسان�ه � ع�

ٰ ٖ��لۡح�مد� هللا�  

��� � ���  �5� 	/ �6�	 �� 
  ��� ���� �����  기쁘게도 현재(1433 A.H.에)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63 개 이상의 분야에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주마다 수나의 영감을 받은 Ijtima’at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곳에서 열리고 있다. Ummah 를 감화하고자 하는 
압도적인 영혼을 가진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나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Madani Qafilahs 를 방문하여 Ma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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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활동 – ‘나는 내 자신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
�� !�"  	#�
  ��� ���� �����  – 을 증진하고 있다. 

Allah karam aysa karay tujh pay jahan mayn 

Ay Dawat-e-Islami tayri dhum machi ho 

모든 곳곳에서 영광스러운 은총과 함께 다와트에 이슬라미에 
알라흐의 축복이 있기를!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비무슬림들에비무슬림들에비무슬림들에비무슬림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설교설교설교설교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 는 수천 
명의 이슬람 청년들을 훈련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감화하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감화하고자 
노력하도록 하는 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이슬람 
청년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의로움에 대한 
점점 더 많은 부르심 과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앙심이 
없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Sunnahs를 지킴으로써 이슬람교 교리를 실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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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비무슬림 (이슬람교도가 
아닌) 자들에 대한 다와트에 이슬라미 설교자의 노력의 
결실로서 이슬람교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무슬림의비무슬림의비무슬림의비무슬림의 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 수용수용수용수용 

사랑하는 이슬람 형제들이여! 92 일 동안의 예언자의 
헌신자들의 Madani Qafilah 가 전세계적인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본사, Faizan-e-Madinah, Bab-ul-Madinah, 
Karachi [파키스탄] 을 통해 콜롬보 [스리랑카] 에 도착했다. 
Madani Qafilah가 30일 동안 Aero 구역을 향해 떠나기로 한 
날, 한 이슬람형제는 한 젊은 비무슬림 청년을 Qafilah의 
Amir (대표자) 로 데리고 왔다.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몇 가지 훌륭한 인격의 면면에 대한 설명을 통해 
Madani Qafilah 의 Amir 는 그 젊은 청년이 이슬람교를 
포옹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 젊은이는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은 그는 결국 개인적 
전도 노력의 결과로서 이슬람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 ���  �5� 	/ �6�	 �� 
 

 ��� ���� �����  (Faizan-e-Sunnat, Bab: Adab-e-Ta’am, 제 1권, p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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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종한 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무슬림들의 
이슬람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알라흐  ������� ����� 의 
축복이 있기를! 

ا ۡني ب�ج� ۡني ��ۤم� �م�
� �ال+ �-��  .� �لن / ٖ  ل�ۡيه� ع�  ت�ع�ا1ٰ  �هللا�  ص� �5�ٰ �م �� ل س� ��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Madani Qafilah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카필라카필라카필라카필라/ 캐러밴캐러밴캐러밴캐러밴, 대상대상대상대상) 

이슬람교 성인들의 발자취를 본보기 삼아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Amir-e-Ahl-e-Sunnat) ��� ��� ������	 �
  ����������� �����  	����
�� 도 역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초반에 알라흐  ������� ����� 의 길을 
여행했다. 그는 버스와 기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 도시 등지로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설교를 하곤 
했다. 설교를 하거나 다른 Madani 활동을 하면서 Bab-ul-
Madinah Karachi의 지역을 두루 다니곤 할 때 그는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기 위해 소금과 마실 물과 
함께 끼니거리를 가지고 다닌 적이 많았다. 

초기에 그는 밤에 5-6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곳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택시나 인력거를 탈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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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움으로 이끄는 일 외에 병에 걸린 자들을 위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며, 슬픔에 잠긴 자들을 신실하게 위로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매우 감명을 받았다. 

알라흐  ������� ����� 의 은총과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
 의 신실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국내외 전세계에서 광대한 Madani Qafilah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Rasul (알라흐의 사도)의 
헌신자들의 수많은 Madani Qafilah들이 전세계 곳곳으로, 
여러 도시 곳곳으로, 여러 마을 곳곳으로 3일씩, 12일에서 
30 일씩, 심지어 12 개월에서 26 개월씩 종교적 지식, 
순나(Sunnah) 및 의로움에 대한 소명을 전파하고자 여행을 
했다. 

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 포용을포용을포용을포용을 이끌어낸이끌어낸이끌어낸이끌어낸 열정적인열정적인열정적인열정적인 인물들인물들인물들인물들 

1425 A.H. (2005 년 1 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rkazi 
Majlis-e-Shura의 Nigran과 Majlis Berun-e-Mumalik [외국을 
위한 회의]의 몇몇 회원들이 Karachi, Bab-ul-Madinah 
[파키스탄]에서 남아프리카로 Madani Qafilah 에 여행을 
떠났다. 이 Qafilah의 여행 목적은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마다니 본사 (Madani Markaz), Faizan-e-Madinah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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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부지에 이미 도착해 있던 
형제들이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두른 Rasul (알라흐의 사도)의 
헌신자들의 열정적인 얼굴에 고무된, 이슬람교도가 
아니었던 그 부지 주인은 Shura의 Nigran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무슬림으로 만들어 주세요. ”  그는 즉시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이슬람교 
형제들이 기쁨에 겨워 ‘알라흐, 알라흐,’ 하고 외치는 가운데 
흥겨운 분위기가 넘쳐났다. (Faizan-e-Sunnat, Bab: Adab-e-Ta ’am, 
제 1권, pp. 409)  

주의주의주의주의: Madani Qufilahs 의 축복과 수많은 다른 이슬람교 
가르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러 Maktaba-
tul-Madinah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 Faizan-e-Sunnat 
(제 1 권)’와 ‘Dawat-e-Islami ki Madani Baharain’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ال

َ
ۡوا َ)

*
 ُمَ            بِۡيبَصل

ٰ
(َ 

ٰ
ُ َتَعا1 دَصل� ا4	  م�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교육센터교육센터교육센터교육센터 

의로움에 대한 소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마다니 
교육센터가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가 바라는 
바를 존중하여 전세계 몇몇 곳에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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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다니 교육센터에서는 원근 각지에서 이슬람교도 
형제들이 와서, 머물면서 Rasul (알라흐의사도) 의 
헌신자들과 연합하여 Sunnah 를 배우며, 이후 의로움을 
전세계 곳곳으로 퍼뜨린다. 몇몇 책임감 있는 이슬람교도 
형제들이 이 센터에 항상 상주하므로 알라흐의 길에 단 몇 
시간이나마 할애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도 언제든지 
이슬람교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성원성원성원성원 (Masajid) 의의의의 건축건축건축건축 

우리 성원의 과거 영광을 복원하는 것이, 무슬림들은 
성원에서 예배하고 알라흐  ������� ����� 의 Zikr을 만들기에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 의 오랜 욕망이었다. 이미 이용 가능한 성원에 
추가적으로 신규 성원도 역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 Majlis-e-Khuddam-ul-Masajid라고 불리는 회의 하나가 
설립되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성원 
건축을 위한 영속적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Faizan-e-Madinah라고 불리는 Madani Marakiz 몇몇도 역시 
전세계 다른 나라 곳곳에 건설되었고, 수많은 곳에서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rkazi Majlis-e-Shura의 동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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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진행 중이다. 

Sunnah의 봄이 Faizan-e-Madinah에 이르니 
자비의 구름이 Faizan-e-Madinah를 둘러싸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Marakiz, Jami’a-tul-Madinah, 
Madaris-ul-Madinah 건축, 그리고 다른 Madani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무슬림들의 헌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누구나 도 이러한 헌금 마련하는고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rkazi Majlis-e-
Shura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성원의성원의성원의성원의 이맘님들이맘님들이맘님들이맘님들 

경영위원회에서 이맘님들, Muazzins 및 직원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성원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봉급의 형식으로 자금 
호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귀머거리귀머거리귀머거리귀머거리, 벙어리와벙어리와벙어리와벙어리와 소경소경소경소경 

알라흐의  ������� ����� 은총, 그리고 Amir-e-Ahl-e-Sunnat  �	 �
  ����������� �����  	����
����� ��� �����  

의 노력 덕분에 귀머거리, 벙어리와 소경 등 특별한 
이슬람교 형제들도 이슬람교 가르침을 교육받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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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의로운 사람들의 연합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종교적 지식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다. 

��� � ���  �5� 	/ �6�	 �� 
  ��� �� �� �����  이슬람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회의가 Sunnah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마단의 
성스러운 밤과 회중연합인 I ’ tikaf 에 열리는 세션을 
비롯하여 매주마다의 Sunnah의 영감을 고취하는 Ijtima’at 
동안 파키스탄 내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세션이 열린다. 이 세션 동안 Na’at, 연설, Zikr 
및 Du’a는 모두 수화로 설파된다. 

게다가 ‘30 일 Qufl-e-Madinah 과정 ’도 역시 개최되며, 
설교자들이 수화를 배워 특별한 형제들 가운데 의로움에 
대한 소명을 설파한다. 또한, 특별한 형제들로 구성된 
Madani Qafilah도 여행을 한다. 

비비비비무슬림의무슬림의무슬림의무슬림의 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 수용수용수용수용 

2007년에, 알라흐  ������� �����의 길을 걸어온 소경들로 구성된 
Madani Qafilah 가 Bab-ul-Madinah Karachi 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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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jid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다. 몇몇 ‘일반적인 이슬람교 
형제들 ’(예. 장애가 없는 자들)도 Qafilah 에 동행했다. 
개인적인 노력을 하여 Qafilah의 Amir는 그의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나는 비무슬림입니다. 나는 이슬람교를 
공부하다가 이 종교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슬림들의 사악한 행태로 인해 이슬람교 수용이 
꺼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흰색으로 비슷하게 
옷을 입고 버스에 탑승하면서 Salam1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당신과 같이 
버스에 탄 소경들조차도 녹색 터번을 두르고 흰색 옷을 
입고 턱수염을 길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Qafilha의 Amir는 그에게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과 ‘특별한 형제들을 위한 회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의 광대한 종교 서비스 대해서도 소개했다. 

                                                           
1 비무슬림들에 대한 Salam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무슬림들도 버스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버스 등의 안에서 Salam 에 대한 단어가 언급되는 

동안만 무슬림들에게 Salam 행위를 할 의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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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이 눈먼 이슬람교 형제들이 신앙심이 없는 
이슬람교도들 (바로 이러한 이슬람 형제들의 사악한 
행태가 이슬람교 수용의 장애물이다) 을 감화하기 위해 
Madani Qafilah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고도 알려 주었다. 
이런 말을 듣고 크게 감명 받은 그는 Kalimah를 암송하며 
이슬람교를 수용했다. 

주의주의주의주의: 소경, 귀머거리와 벙어리에 대한 추가적인 Madani 
사건들에 대해 궁금하다면 Maktaba-tul-Madinah 에서 
발간한 ‘Goonga Muballigh’라는 소책자를 참고하세요. 

감옥감옥감옥감옥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설교설교설교설교 

일반적으로 Quran & Sunnah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은 자신들의 Nafs와 사탄을 통해 살인, 테러, 
절도, 강도, 간음, 마약 거래, 도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도록 
현혹되어, 결국 감옥에 수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 ���  �5� 	/ �6�	 �� 
  ��� �� �� �����  ‘Majlis Faizan-e-Quran’이라고 불리는 다와트에 
이스라미의 한 Majlis는 수감자들을 감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옥에서 실시된 Madani 활동에 감명받은 수많은 
강도들과 범죄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 게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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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출소한 이후 Madani Qafilah 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Sunnah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총탄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Sunnah 의 진주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회합한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설교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비무슬림 수감자들이 
이슬람교를 수용하고 있다. 

수감자수감자수감자수감자 감화감화감화감화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알라흐마 
모라나 아부 비랄 무함마드 일랴스 앗따르 카드리   ����������� �����  	����
��

��� ��� ������	 �
 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활동이 감옥에서도 역시 행해지고 있다. 다른 설교 활동에 
추가적으로 올바른 코란 암송 방법도 수감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Shari’ah (이슬람의 법) 과정’도 역시 
Shar’i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의 축복을 받아 감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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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Sufi 성인인 Baba Bulleh Shah 의 고향인 Kasur 
구역의 우체국 Khuddian에 근무하는 한 무슬림 자매가 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부가 된 지 8년이 
지났다. 나에게는 사악한 사람들 패거리에 함께 어울려 
말썽을 피우고 마약을 판매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나를 때리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그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 대신 지속적인 고통과 
몸부림만을 나에게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는 몇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8개월이 
지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를 
때리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던 바로 그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윽고, Salat-ul-Maghrib 의 Azan 의 소리는 허공으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원를 
진행했다. 지금 그는 빛나는 얼굴의 정신차린 사람이 
되었다.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곤 하던 바로 그 
젊은이는 이제 “8ه ٰۡبٰحن� �ل8ل ل ,س� ۡمد� � ��لۡح� 8ه8 ٰل آ , 8هم�اش� ٰ>��ل8ل آ , ۡ= ش� 8ه�� ٰ>��ل8ل  을 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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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t- ‘ Alan-Nabi 를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성원에서 Jama’at 와 함께 Salat-ul-‘Isha 를 바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나도 역시 휴식을 취했다. 새벽 
2시경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있는 그를 발견했다. 
걱정이 된 나는 그가 다시 약탈행위를 다시 자행했나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그가 집 한 구석에서 겸손하게 집중하여 
Tahajjud (새벽) 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다. 예배를 끝낸 그는 다음의 구절을 암송하며 
알라흐께 Du’a를 했다. 

Gunahaun say mujh ko bacha ya Ilahi 

Buri khaslatayn bhi chura ya Ilahi 

Khataon ko mayri mita ya Ilahi 

Mujhay nayk khaslat bana ya Ilahi 

Tujhay wastah saray Nabiyou ka Maula 

Mayri bakhsh day her khata ya Ilahi 

죄에서 나를 구하신 전능자여! 

나쁜 습관에서 나를 구하신 전능자여! 

나의 죄를 사하신 전능자여! 

나를 경건한 종교인으로 만든 전능자여! 

모든 예언자들을 위해 전능자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전능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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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에서도 역시 눈물이 
흘렀고, 나는 울부짖으면서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흐느꼈다. 눈물이 멈춘 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다와트에 이슬라미가 수감자들에게 Wudu, Salah, Sunnahs, 
Du’a와 올바른 코란 암송법을 가르쳤던 감옥 내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을 통해 축복을 받는 행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Rasul (알라흐의 사도)의 
헌신자들이 기울인 개인적인 노력 덕분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북받쳤다. 나는 
불순종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며 마약을 팔던 내 아들을 
감화시켜 그의 모든 악행을 그만두도록 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설교자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무력한 나와 
내 가족은 다와트에 이슬라미에 큰 은혜를 입었다. 
수감되어 있는, 낙심한 어머니들의 모든 아들들에게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을 통한 축복이 내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랑과 축복의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Sunnah를 받아들이며 개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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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주의주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원하는 경우, 
Maktaba-tul-Madina 지점에‘감옥에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전도’라는 소책자를 참고하세요. 

 َ
ۡ
 ال

َ
ۡوا َ)

*
دَص            بِۡيبَصل  ُمَم�

ٰ
(َ 

ٰ
ُ َتَعا1  ل� ا4	

회합회합회합회합 I’’’’tikaf 

다와트에 이슬라미가 설립되기 2-3 년 전에 아미르에 
아흐래수나트 는 혼자서 Nur Masjid, 종이 시장, Mithadar 
Bab-ul-Madinah Karachi (저기서 이맘으로도 있었습니다.) 
에서 라마단에 I ’ tikaf 를 실시했다. 그 다음 해에는 
이슬람교도 형제 두 사람이 그분의 노력을 통해 I’tikaf를 
실시했다. 불굴의 노력과 아미르에 아흐래수나트 의 선한 
매너의 결과로서 Mu ’ takifin 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8명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젊은 Rasul (알라흐의 사도)의 
헌신자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 ���  �5� 	/ �6�	 �� 
  ��� �� �� �����  같은 해, 밝고 아름다운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태양이 떠올랐고,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로 구성된 의로운 
자들의 회합에서 60 명의 Mu’takifin 으로 구성된 회합 I’
tikaf 가 최초의 Madani Markaz, Gulzar-e-Habib Masj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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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istan-e-Okarvi, Bab-ul-Madinah Karachi) 에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감독 하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회합 I’tikaf의 
추세는 파키스탄 내외부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신성한 
라마단 달에는 30일 및 마지막 10일 동안의 회합 I’tikaf가 
전세계 수많은 성원에서 열린다. 수천 명의 이슬람교 
형제들이 이 I’tikaf에 참석하여,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종교 지식과 Sunnah를 배운다. 게다가 수많은 Mu’
takifin 은 Eid-ul-Fitr 밤에 Rasul (알라흐의 사도)의 
헌신자들로 구성된 Madani Qafilah와 함께 여행을 한다. 
수많은 이슬람교도 자매들도 역시 그들의 집에 세워진 가정 
성원에서 I’tikaf를 실시하며, 많은 다른 이슬람교 자매들의 
경우 이러한 Mu’takif 이슬람교 자매들로 구성된 회합에서 
Sunnah를 배우기도 한다. 

주의주의주의주의: 회합 I’tikaf 에서의 Madani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 
내용을 원하는 경우, ‘라마단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Faizan-e-
Sunnat (제 1 권) 에 수록된 해당 장의 내용을 참고하고, 
Maktaba-tul-Madinah 지점에서 ‘Dawat-e-Islami ki Baharain’
이라는 소책자를 구매하여 보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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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تَعا1  َصل� ا4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입문 

 

24 

Hajj 이후이후이후이후 최대최대최대최대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회합회합회합회합 

전세계 수천 곳에서 매주 열리는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at 에 추가적으로 Ijtima’at 도 역시 전세계적으로 
교구 수준에서 개최되며, 수백만 명의 Rasul의 헌신자들이 
참석한다. 게다가 운이 좋은 이슬람교 형제들의 경우 Ijtima
’가 끝나면 Sunnah를 고무하는 Madani Qafilahs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3일 간의 국제적인 Sunnah를 고무하는 Ijtima1는 Madina-
tul-Auliya Multan 에 위치한 광대한 Sahra-e-Madinah 
평원에서 매년 열린다. 전세계 몇몇 국가에서 온 Madani 
Qafilahs 가 이 Ijtima’에 참석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행사는 Hajj 회합 다음으로 이슬람교도들의 최대 회합이다. 
Madina-tul-Auliya Multan Sahra-e-Madinah의 토지, 그리고 
Bab-ul-Madinah Karachi Sahra-e-Madinah 의 토지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재산이다. 몇몇 Majalis 가 이러한 
Ijtima’를 조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 이 Ijtima’는 파키스탄 내의 불충분한 법과 명령으로 인해 과거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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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슬이슬이슬람교람교람교람교 자매들자매들자매들자매들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Madani 혁명혁명혁명혁명 

��� � ���  �5� 	/ �6�	 �� 
  ��� �� �� �����  수백만 명의 이슬람교 자매들도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메시지를 수용했다. 죄악으로 가득한 
비도덕적 사회에서 구제된 셀 수 없이 많은 자매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Ummuha-tul-Muminin  

 � �7�-  �&
  '(�����  ��8��	0��  의 헌신자들과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흐이히 와쌀람) 의 딸 Sayyidatuna Fatimah  � �7�-  �&
  '(����� ���	0�� 의 
헌신자가 되었다. 쇼핑몰, 유흥가, 나이트 클럽, 영화관을 
쉴 새 없이 방문하곤 하던 자매들이 Madani Burqa1를 항상 
걸치게 되었고, Karbala 사건 당시의 훌륭하고 겸손한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다. ���� ���  �5� 	/ �6�	 �� 
  ��� �� �� �����  매주 열리는 
수많은 Ijtima ’at 가 이슬람교의 베일을 조심스레 걸친 
이슬람교 자매들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린다. 

���� ���  �5� 	/ �6�	 �� 
  ��� �� �� �����  [소녀를 위한] 몇몇 Madaris-ul-Madinah 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소녀들과 이슬람교 자매들은 코란을 
암송하고, 수업료 없이 적절한 암송방법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몇 Jami ’a-tul-Madinah 도 역시 설립되어, 

                                                           
1 Madani Burqa는 검은색의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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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자매들을 학자가 되고 있다. 코란 및 Madani 학자들 
중 여성 Hafizat의 수가 다와트에 이슬라미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 자매들이 Sunnah 에 대한 
예배에서 이슬람교 형제들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이슬람교 자매들의자매들의자매들의자매들의 매월매월매월매월 Madani 활동활동활동활동 엿보기엿보기엿보기엿보기 

하나의 예로서 여기에는 Rabi-un-Nur 1433 A.H. 달(2012년 
2월) 동안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자매들에 의해 실시되는 
Madani 활동들을 요약한 목록이 소개되어 있다. 이 목록은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자매의 회의에 의해 제공되었다. 

i. 약 52,157건의 가정-Dars가 개최된다. 

ii. 성인 이슬람교 자매들을 위해 약 2,645건의 Madaris-ul-
Madinah가 파키스탄 전지역에서 매일 개최되었고, 여기에 
30,136명의 이슬람교 자매들이 참석하여 코란 & Sunnah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Du’as를 암송했다. 

iii. 거의 4,521 에 달하는 Halqah/ ’Alaqah 차원의 매주 
Sunnah를 고무하는 Ijtima’at가 개최되었고 115,175명의 
이슬람교 자매들이 참석했다. 

iv. 거의 6,375회에 달하는 매주 교육 세션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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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rijis qadar hayn bahnayn, sabhi Madani Burqa’ pahnayn; 
Inhayn nayk turn banana Madani Madinay walay 

모든 내 자매들이 Madani Burqa’를 착용하기를, 

그들의 신앙심이 독실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오 고귀한 예언자 

무함마드여! 

Madani 환경으로환경으로환경으로환경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영성영성영성영성 향상이향상이향상이향상이 

일깨워졌는지일깨워졌는지일깨워졌는지일깨워졌는지 살펴보기살펴보기살펴보기살펴보기! 

여기에는 Bab-ul-Madinah Karachi 출신의 한 이슬람교 
자매가 전하는 한 사건에 대한 요약이 수록되어 있다. 
그녀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부모님의 강요로 
코란을 암기하며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암송할 수 
없었다. 코란을 암송하는 미덕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이러한 나의 삶의 방식을 걱정했다. 나는 새로운 패션과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헤드폰으로 밤새 음악을 듣곤 
했다. 게다가 TV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너무나 심취했다. 
나는 어떤 한 가수의 팬이었고 내 친구들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 가수를 기억할 것이라며 농담을 했다. 아아! 그 
가수가 나오는 TV 쇼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입문 

 

28 

엄청나게 흐느껴 울었고 심지어 밥을 굶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 ’at 에 
참석하곤 했던 내 이모가 나를 Ijtima’로 초대하곤 했지만, 
나는 가기 싫다는 변명을 하곤 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Ijtima ’로 초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끊임없는 개인적인 노력 덕분에 나도 역시 Sunnah 를 
고무하는 매주 열리는 Ijtima’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곳에서 Sunnah를 고무하는 연설, 알라흐  ������� ����� 의 Zikr과 
마음을 움직이는 Du’a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 한 Halqah 
Nigran 이슬람교 자매는 나를 매우 잘 대해 주었고 집까지 
찾아와서 Ijtima’로 나를 데리고 가곤 했다. 

그녀의 계속되는 개인적 노력에 감명받은 나는 결국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에 참석하게 되었고, 
영화, 노래, 음악과 다른 죄악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Maktaba-tul-Madinah 에서 오디오 카세트에서 나오는 
Sunnah를 고무하는 연설을 들었고, 이로 인해 알라흐에 
대한 경외심으로 전율하며 과거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는 악행으로 물든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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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다. 또한, Maktaba-tul-Madinah에서 간행한 서적과 
소책자들을 읽은 나는 어떤 의무감에 고취되어 다른 
이슬람교 자매들과 함께 의로움에 대한 소명을 설파하는데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선배 이슬람교 자매들이 나에게 
전해준 모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했고, 이제는 ‘Alaqah Mushawarat의 책임을 부여 받았다. 

��� � ���  �5� 	/ �6�	 �� 
  ��� �� �� �����  Madani 환경에서 나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Hafiz 
무함마드 Faruq ‘Attari Al-Madani 의 Mufti 가 코란의 한 
Manzil을 학생 시절 매일 암송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이제는 코란에 나온 하나의 Manzil을 
매일 암송한다. 알라흐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내리시기를! 

ا ۡني ب�ج� ۡني ��ۤم� �م�
� �ال+ �-��  .� �لن / ل�ۡيه�  ت�ع�ا1ٰ  �هللا�  ص� ٖ  ع� �5�ٰ �م �� ل 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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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iqamat Din Par Ya Mustafa kar do ata 

Bahr-e-Khabbab-o-Bilal-o-Al-e-Yasir ya Nabi 

Khabbab, Bilal, Al-e-Yasir를 위해 

Ya Nabi여, 나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으로 축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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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ni In’’’’amat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는 ‘Madani In ’amat ’라 불리는 
종합적인 Shari’ah 및 Tariqah 수집물을 선행을 이행하고 
죄에 혹하여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형식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슬람교 형제들을 위한 72 개 Madani In ’ amat, 
이슬람교 자매들을 위한 63 개 Madani In ’ amat, 남성 
이슬람교 학생들을 위한 92 개 Madani In ’ amat, 여성 
이슬람교 학생들을 위한 83 개 Madani In ’amat, Madani 
어린이들을 위한 40 개 Madani In ’amat, 그리고 특별한 
이슬람교 형제들 (소경, 벙어리와 귀머거리) 을 위한 27개 
Madani In’amat로 구성되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슬람교 형제들, 자매들, 학생들이 Madani 
In’amat 에 따라 생활하고 정해진 시간에 Fikr-e-Madinah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명상 등)을 이행하는 동안 매일 
소책자에 기록했다. 알라흐의 은총으로 인해, Madani In’
amat를 수용함으로써 신앙심이 깊어지고 죄를 피하는 길로 
가는 장애물이 제거된다. Madani In’amat의 축복을 받아 
사람들은 Sunnah를 수용하기로 마음먹고 죄를 멀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로 열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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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이슬람교도가 되기 위해 모든 이는 Maktaba-tul-
Madinah 지점에서 배포하는 Madani In ’ amat 소책자를 
지니고 매일 Fikr-e-Madinah 를 이행하면서 소책자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Madani In’amat를 
담당하는 형제에게 이 소책자를 매 Madani 달의 10일째 
되는 날, 즉 음력월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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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Madani In’’’’amat 를를를를 실천하는실천하는실천하는실천하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쁜기쁜기쁜기쁜 소식소식소식소식 

사랑하는 이슬람교 형제들이여! Madani In’amat를 실천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음에 나온 Madani 사건을 읽고 
기뻐하라. 

Hyderabad (Bab-ul-Islam, Sindh) 출신의 한 이슬람교 형제가 
다음과 같이 맹세서를 보내왔다. Rajab-ul-Murajjab 달의 
어느 날 밤, 나는 꿈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를 만나 보는 축복을 받았다. 축복 받은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음의 단어들을 읊조렸다: ‘Madani In
’amat에 상관없이 이 달에 매일 Fikr-e-Madinah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알라흐  ������� ����� 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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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ni In ‘amat ki bhi marhaba kya bat hay 
Qurb-e-Haq kay talibaun kay wastay saughat hay 

얼마나 훌륭한 Madani In’amat, 인가 Marhaba! 

알라흐 보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주시다니 

(Faizan-e-Sunnat, Bab: Faizan-e-Ramadan, 제 1권, pp. 1135)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Madani Muzakarah 

축복 받은 아미르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 무리는 
실제로 커다란 은총을 입었다. 그의 무리와 함께 수많은 
이슬람교 형제들이 믿음과 행동, Shari’ah & Tariqah, 역사 & 
Sirah, 과학 & 의학, 도덕성 & 영성, 이슬람교 및 경제 관련 
정보, 사회적 및 (Dawat-e-Islami의) 조직적 활동 및 기타 다른 
주제들에 대해 질문하는 ‘Madani Muzakarahs’에 참석한다.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는 이러한 
질문에 현명하고 예언자적 헌신을 고무하는 답변을 한다. 
게다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는 참석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명령을 통해 때때로 Salat-‘Alan-Nabi를 암송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제공한다.   َص َ

ۡ
 ال

َ
ۡوا َ)

*
بِۡيب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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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영적영적영적영적 치유치유치유치유 및및및및 Istikharah 

��� � ���  �5� 	/ �6�	 �� 
  ��� �� �� �����  ‘Majlis Maktubat & Ta ’wizat-e-Attariyyah ’라 
불리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한 Majlis는 문제를 겪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알라흐마 모라나 무함마드 일랴스 앗따르 카드리 (Shaykh-e-
Tariqat, Amir-e-Ahl-e-Sunnat, ‘Allamah Maulana Muhammad 
Ilyas Attar Qadiri) 의 형태로 무료 영적 치유를 제공하기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Istikharah1도 역시 실시하여 매일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 � ���  �5� 	/ �6�	 �� 
  ��� �� �� �����  어떠한 과장도 없이 이 Majlis는 수백만 건의 Ta’
wizat 를 전달했고, 위안하고 애도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무슬림들에게 보냈다. 게다가 대략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파키스탄 국내외에 설치된 Ta’
wizat 센터의 수는 각각 600개와 150개 이상이다. 매달 거의 
125,000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센터에서 치유를 받고 있다. 

                                                           
1  Istikharah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 Maktaba-tul-Madinah 에서 

간행한 ‘Madani 축복의 보물’이라는 책자 278-28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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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거의 60,000건 이상의 Maktubat-e-‘Attariyyah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것 포함) 가 전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달 거의 400,000 건 이상의 Ta ’wizat-e- ‘
Attariyyah 와 기도가 제공된다. Ta ’wizat-e- ‘Attariyyah 
센터의 축복을 통해 매달 거의 100 명 이상의 Madani 
Qufilahs가 여행 (3일 동안) 을 하고 거의 10,000명의 신규 
이슬람교 형제들이 매주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에 
참석한다. 마찬가지로 매달 26,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Silailah ‘Aliyah Qadiriyyah Razaviyyah ‘Attariyyah의 영성 
명령에서 초신자 교육을 받는다. 

Ta’wizat를 원하는 자는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매주 열리는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 ’에 참석하여 해당 Ijtima ’에 
설치된 센터에서 Ta’wizat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의 
Ta’wizat-e-Attariyyah 에 대한 Madani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뇌종양뇌종양뇌종양뇌종양 

Sukkur (Bab-ul-Islam, Sindh) 출신의 한 이슬람교 형제가 
다음과 같은 맹세서를 전해왔다: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뇌종양에 걸렸는데, 이미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그의 처지는 매우 안 되었다. 의사들조차도 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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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그에게 Ta’wizat-e-
Attariyyah 를 받아보도록 제안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절망적인 상태로 인해 그러한 권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환자의 동생이 걱정과 슬픔에 가득 차 Ta’wizat-e-
Attariyyah 센터로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형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숨쉬는 것도 정말이지 
힘들어해요. 제발 그를 위해 Ta’wiz 라도 주세요.’ 그를 
위로하면서 Majlis의 이슬람교 형제가 말했다: ‘실망하지 
말아요. 알라흐  ������� ����� 께서 치유의 손길을 주실 겁니다. 이 Ta’
wizat를 가지고 가세요. 의사로부터 가망 없음 판정을 받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Ta’wizat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환자의 동생이 행복한 표정으로 센터에 
찾아와서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Ta’wiz를 병든 형(금방 
임종할 것처럼 보이던)의 머리에 묶었더니 그가 몇 분이 
지나 눈을 떴고 온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일으켜 앉혀달라고 몸짓으로 말했어요. 

��� � ���  �5� 	/ �6�	 �� 
  ��� ���� ����� ! 형은 이제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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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 지나자 뇌종양을 앓던 이슬람교 형제는 제 발로 Ta’
wizat-e-Attariyyah 센터로 찾아와 그 곳을 담당하는 이슬람교 
형제들을 만나 자신의 상태가 75%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 ���  �5� 	/ �6�	 �� 
  ��� ���� �����  

주의주의주의주의: 영성 치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 Maktaba-
tul-Madinah에서 발간한 ‘Khaufnak Bala,’ ‘Purisrar Kutta,’ ‘ 

 َ
ۡ
 ال

َ
ۡوا َ)

*
ُ تَ            بِۡيبَصل دَصل� ا4	  ُمَم�

ٰ
(َ 

ٰ
 َعا1

Singaun Wali Dulhan,’ ‘Khush Nasib Marid’ 등의 소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Hujjaj 훈련훈련훈련훈련 

기쁜 Hajj 계절을 맞아 다와트에 이슬라미 설교자들은 Majlis 
Hajj & ‘Umrah (Dawat-e-Islami) 의 감독 하에서 Haji 캠프에서 
Hujjaj 에 훈련을 제공한다. ‘Rafiq-ul-Haramayn’ 등의 Hajj 
책자를 무료로 Hujjaj 들에 배포하여 Hajj 와 Madina-tul-
Munawwarah로의 순례에 대해 안내한다 �9/�ۡ� �:�ۡ����  ��� ��9 4 ����"  ���� ���
 ���;��
�<. 

교육기관교육기관교육기관교육기관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보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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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이다. 그들에게 Shari ’ ah 와 
Sunnah 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알라흐  ������� ����� 에 대한 
경외심과 성스러운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에 대한 
헌신이 사회 어느 곳에서든 확산될 것이다. ’  교사들과 
학생들이 성스러운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Madani 활동을 종교적인 Madaris, 
학교, 대학 및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at 에 
참석하고 Madani Qafilahs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 � ���  �5� 	/ �6�	 �� 
  ��� �� �� �����  세속적인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몇몇 불경스러운 
학생들의 경우, 지금은 정기적으로 Salah 를 드리고 
Sunnah를 따르고 있다. 게다가 ‘Quran & Hadis 과정의 Faizan’
을 학생들의 종교 훈련을 위해 방학 때마다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Jami’’’’a-tul-Madinah 

최초의 Jami ’ a-tul-Madinah 지점이 Godrah 식민지 New 
Karachi, Bab-ul-Madinah Karachi 에 위치한 Madrasa-t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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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nah 건물 2층에서 1995년 Dawat-e-Islami 감독 하에 
정식으로 개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다른 Jami’a-tul-
Madinah 지점들도 속속 문을 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30 번째 Rabi-un-Nur 1433 A.H.) 에 ‘ Jami ’a-tul-
Madinah’라는 이름으로 176개의 Jami’at가 설립되었고, 약 
7,000명의 이슬람교 형제들에 대해 Dars-e-Nizami (학자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기숙사 시설도 
제공). 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3,500 명의 이슬람교 
자매들도 무료로 ‘Alimah 과정을 교육받고 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Jami ’ at 출신 학생들은 파키스탄 
Tanzim-ul-Madaris – 이 조직은 Ahl-e-Sunnat의 Madaris를 
위한 전국적 차원의 조직 – 에 의해 개최된 시험에서 지난 
수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때로 이 학생들은 
1 등, 2 등, 3 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Jami’a-tul-Madinah 에 
의해 Dars-e-Nizami 수료학위를 수여 받은 학자들의 
이름에는 ‘Madani’라는 칭호가 덧붙여진다. 

Madrasa-tul-Madinah 

Madrasa-tul-Madinah 라 불리는 Hifz 및 Nazirah 를 위한 
수많은 Madaris가 설립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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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개의 Madaris-ul-Madinah (소년 및 소녀를 위한) 가 
파키스탄에서 문을 열었다. 거의 72,000 명의 소년 및 
소녀들이 이러한 Madaris에서 무료로 Hifz와 Nazirah를 
배우고 있다. 

Madrasa-tul-Madinah (성인성인성인성인 위해위해위해위해) 

��� � ���  �5� 	/ �6�	 �� 
  ��� �� �� �����  국제적이고 비정치적인 Quran & Sunnah 설교 
운동인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감독 하에서 수천 건의 
Madaris-ul-Madinah (성인을 위한) 가 일반적으로 다른 
Masajid 등에서 Salat-ul-‘Isha가 열린 후에 매일 운영된다. 이 
곳에서 성인들은 무료로 올바른 아라비아 문자 발음과 Salah 
및 몇몇 기타 Sunnah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Quran과 
기원문을 배운다. 

클리닉클리닉클리닉클리닉 

제한적이기는 하나 클리닉도 역시 설립하여 아픈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환자들은 
이러한 클리닉에 입원할 수 있다. 게다가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Madani Markaz, Faizan-e-Madinah Bab-ul-Madi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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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chi 에는 11 개의 침대로 구성된 미니 병원이 있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Takhassus-fil-Fiqh∗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고등 교육을 받은 학자들의 감독 
하에서 Jami’a-tul-Madinah에서 Takhassus-fil-Fiqh라 알려진 
과거 Dars-e-Nizami 과정을 조직하는 영광도 누리고 있다. 
수많은 Dars-e-Nizami 과정을 이수한 이슬람교 형제들이 이 
과정을 통해 2 년 동안 Fatwa 학문을 배운다. 이 과정에 
입학하려면 적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되므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Mufti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당분간은 Jami’a-tul-Madinah 
Faizan-e-Madinah Bab-ul-Madinah Karachi에서만 이 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 동안 훈련을 받는 것 외에도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Fatawa Razaviyyah (총 30 권) 및 Bahar-e-Shari’at (총 
20부) 를 탐독해야 한다. 또한 Ahl-e-Sunnat의 Muftis 부분에 
대해 Urdu에 간행된 광대한 Fatawa 수집자료를 공부해야 

                                                           
∗ 이슬람교 법제 전문화 



다와트 이 이슬라미의 입문 

 

41 

한다. 그러므로 Mutakhassis-fil-Fiqh 학위는 Muftis의 감독 
하에 1,200건의 Fatawa를 작성한 자에게 수여된다. 1,400건 
이상의  

Fatawa 를 작성한 자는 부-Mufti 로 승격되며, 1,400 건 
이상의 Fatawa 를 작성한 자는 ifta 에 대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jlis의 승인을 받아 Mufti & Musaddiq 지명을 
받게 된다 (Fatawa를 승인할 권한을 부여 받는 자). 1년 
동안의 Takhassus-fil-Funun & Tawqit 과정도 역시 제공된다. 

Majlis Tahqiqat-e-Shar’’’’iyyah 

무슬림들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Majlis-e-
Tahqiqat-e-Shar’iyyah가 설립되었다. 이 Majlis는 다와트에 
이슬라미를 수학한 Muftis 및 Madani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Dar-ul-Ifta Ahl-e-Sunnat 

파키스탄 내 여러 장소에 몇몇 Dar-ul-Ifta Ahl-e-Sunnat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uftis와 Ahl-e-
Sunnat 학자들이 무슬림들에게 Shar’i 지침을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매달 4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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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Fatawa (이메일로 전송된 것 포함) 가 파키스탄 내 
여러 도시에 위치한 Dar-ul-Ifta Ahl-e-Sunnat의 10개 지사에 
의해 발행된다.  대부분의 Fatawa는 인쇄물 형태로 배포된다 

또한 수천 명의 이슬람교 형제들이 Shari ah에 준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화를 통해 혹은 Dar-ul-Ifta 로 직접 
방문을 통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얻는다. ��� � ���  �5�	/ �6�	 �� 
  ������� �����  

추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이슬람교 메시지가 www.dawateislami.net이라는 웹사이트와 
다른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여러 부서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Dar-ul-Ifta Ahl-e-Sunnat 

온라인 Dar-ul-Ifta Ahl-e-Sunnat 시설은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웹사이트 (www.dawateislami.net) 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무슬림들의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진다. 비무슬림들이 제기하는 이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이슬람교를 수용하도록 
초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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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taba-tul-Madinah 

Maktaba-tul-Madinah에서 간행한 A’la Hadrat  �.� 	=�-  �&
  '(����� �	 �� ��) ,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  및 기타 이슬람교 
학자들의 책자가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Sunnah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 � ���  �5� 	/ �6�	 �� 
  ��� �� �� �����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자체적으로 인쇄소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Sunnah를 고무하는 연설과 Madani 
Muzakarahs가 담긴 수백만 개의 오디오 카세트와 VCD가 
전세계적으로 배포된다. 

Al-Madina-tul-‘‘‘‘Ilmiyyah 

Majlis ‘Al-Madina-tul-‘Ilmiyyah’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
Ulama (학자) 및 Muftis 로 구성되어 있다. Majlis 는 
이슬람교 학문, 연구 및 출판 분야에서 종교적 책임을 
의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Shu’bah (부서) 로 구성된다. 

1. Shu’bah Kutub A’la Hadrat (A’la Hadrat 관련 책자) 

2. Shu’bah Darsi Kutub (강의 계획 책자) 

3. Shu’bah Islahi Kutub (설교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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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hu’bah Taftish-e-Kutub (책자 인증) 

5. Shu’bah Takhrij (인용 참조) 

6. Shu’bah Tarajim Kutub (책자 번역) 

Al-Madina-tul- ‘Ilmiyyah 가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쉽고도 종합적인 방법으로 A’la 
Hadrat, Imam-e-Ahl-e-Sunnat, Imam Ahmad Raza Khan  ��	�� ����  �.� 	=�-  ' 	= �����
8  

등의 소중한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다. 

Majlis-e-Taftish Kutub-o-Rasail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마다니 작업이 진행되면서 
무슬림들은 점점 더 종교 서적 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겨우 20-30권의 Ahl-e-Sunnat 학자들의 서적이 
종교 회합에서 판매되곤 했으나, 지금은 ��� � ���  �5�	/ �6�	 �� 
  ������������  수천 권의 
서적이 판매된다. 이슬람교 서적을 판매하는 신규 점포가 
속속 개점하고, 새로운 작가가 그들의 필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 사업 추세를 말하자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제조사가 품질 유지보다는 더 많은 수익 창출에 열을 올려 
수량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종교 서적에서도 관찰되었다. 인쇄 불량으로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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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많은 이슬람교 
서적 판매상 주인과 신규 작가 및 편집자들을 초대하여 
본격적인 Madani Mashwarah (마다니 의견)를 개최한 
자리는 그들이 불량 서적을 인쇄함으로써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전파되는 경우 끊이지 않을 죄악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그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서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무슬림들 사이에서 왜곡된 이슬람교 가르침을 
전파하여 결과적으로 불량 서적 인쇄에 기인하는 영속적 
죄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ajils-e-Taftish-e-
Kutub-o-Rasail’ (서적 및 소책자 인증 부서) 이 설립되었다. 이 
Majlis는 믿음, 모독, 도덕성, 아라비아어 문법 및 Shar’i 규칙 
면에서 작가 및 편집자의 서적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부한다.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과정과정과정과정 

설교자 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41일 동안의 Madani Qafilah & Madina In’amat 과정, 63일 
동안의 Tarbiyyati 과정, Imamat 과정, Mudarris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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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의로움에 대한 소명으로 
이끌기 위한 30일 간의 Qufl-e-Madinah 과정이 설교자들을 
위해 개설되어 수화를 교육한다. 이 강좌를 수료한 
설교자들은 수화로 대화, 연설, Na’at 암송 및 Zikr & Du’a이 
모두 가능해진다. 

Isal-e-Sawab 

Isal-e-Sawab를 위해 Maktaba-tul-Madinah는 Faizan-e-Sunnat, 
예배 법규, 이슬람교 자매들의 예배, 그리고 수많은 다른 
서적과 소책자 등에 사망한 친척들의 이름을 인쇄하는 
시설을 제공한다. 

Maktaba-tul-Madinah 마구간마구간마구간마구간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에 의한 책자 및 소책자 배포를 위해 

Maktaba-tul-Madinah는 마구간 설립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Maktaba와 연락하여 서비스의 

나머지를 Maktaba 직원과 설계하면 된다. 

 َ
ۡ
 ال

َ
ۡوا َ)

*
            بِۡيبَصل

ٰ
(َ 

ٰ
ُ َتَعا1 دَصل� ا4	   ُمَ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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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lis-e-Tarajim 

Maktaba-tul-Madinah가 발간하는 서적과 소책자는 Majlis-
e-Tarajim 에 의해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전역으로 공급된다 ��� � ���  �5� 	/ �6�	 �� 
  ��� �� �� ����� . 번역은 전세계 27개 언어로 
이루어지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아라비아어 2. 영어 3. 프랑스어 
4. 스페인어 5. 러시아어 6. 노르웨이어 
7. 덴마크어 8. 중국어 9. 이탈리아어 
10. 독일어 11. 포르투갈어 12. 말레이어 
13. 터키어 14. 그리스어 15. 크리올어 
16. 벵골어 17. 텔루구어 18. 타밀어 
19. 카나라어 20. 하우사어 21. 스와힐리어 
22. 힌디어 23. 구자라트어 24. 신할라어 
25. 페르시아어 26. 신드어 27. 파시토어 

해외해외해외해외 회합회합회합회합 (Ijtimaat Abroad) 

전세계 몇몇 국가에서는 Sunnah 를 고무하는 회합이 
개최되어 각 지역별로 수천 명의 이슬람교 형제들이 
참석한다. 이러한 회합의 축복을 받아 불신자들이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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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를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합이 끝나면 Madani 
Qafilahs도 역시 알라흐의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난다. 

훈련의훈련의훈련의훈련의 회합회합회합회합 (Tarbiyyati Ijtima’’’’at) 
2/3 일의 훈련의 회합 (Tarbiyyati Ijtima ’at) 가 파키스탄 
내외부의 책임 있는 이슬람교 형제들을 위해 개최된다. 
책임을 맡은 수천 명의 이슬람교 형제들이 이러한 Ijtima’
at 에 참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사업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전수받는다. 

Dawat-e-Islami ki Qayyum 

Saray jahan mayn much jaye dhum 

Is pay fida ho bacha bacha 

Ya Allah mayri jhauli bhar day 

다와트에 이슬라미가 전세계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나이다, Ya Qayyum이여!   ������� �����  

모든 자녀들이 거기에 헌신하기를 바라나이다! 

Ya Allah여!  �� ����� �����  나의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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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asa-tul-Madinah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 � ���  �5� 	/ �6�	 �� 
  ��� �� �� �����   Shawwal-ul-Mukarram 1432 A.H. (2011년 9월) 에 
Majlis ‘Madrasa-tul-Madinah 온라인’도 역시 설립되어 여러 
국가의 이슬람교 형제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발음으로 성스러운 코란의 학습 편의를 제공한다. 
올바른 코란 암송 방법에 추가적으로 우두, Ghusl, 
Tayammum, Azan, 예배, Zakah, 금식과 Hajj 등의 기본적인 
이슬람교 가르침에 대한 규칙도 이슬람교 형제들에게 
가르친다. 

Dar-ul-Madinah 

��� � ���  �5� 	/ �6�	 �� 
  ��� �� �� �����  25번째 Safar-ul-Muzaffar 1432 A.H. (2011년 1월 
31일) 에 Dar-ul-Madinah라 명명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부서가 설립되었다. 이 중요한 부서의 형성은 
이슬람교도들의 Sunnah 를 준수하는 삶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동시에 이슬람교 관련 및 세속적 
학문에서 새롭게 생성된 이슬람교 Ummah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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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ni 채널채널채널채널 

불교가 어떤 이슬람교 지역에서 호텔을 개점하게 되면 이 
호텔에서 고기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모든 이가 
죄인이고 Haram (금지된) 이라고 확신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 무슬림이 동일한 지역에서 호텔을 
개점한다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예상된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도가 
운영하는 호텔에서만큼은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설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현재 거의 모든 가정 내에서 
시청하는 TV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모든 현명한 
무슬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TV의 악행을 잘 인지하고 
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설교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회에서 TV를 근절하고자 노력했지만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 및 내세의 삶에 TV 가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시청을 끊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TV에 매료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서, 사탄이 사람들의 인성을 황폐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가치와 미덕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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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슬람주의적 힘이 ‘현대적 이슬람교 ’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자 노력하며 
이슬람교의 진정한 영성에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원을 통한 연설을 통해 TV 사용을 
비난한다면, 거의 5%의 이슬람교도들만이 성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이 
이슬람교 연설을 듣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교 자매들은 성원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TV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성원으로 전달되고 있는 연설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슬람어로 된 문헌을 서적과 
소책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면 오직 소수의 
이슬람교도들만이 그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상황 하에서 
이슬람교도들의 감화를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성원과 Ijtima’at (회합) 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슬람교 
메시지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이슬람교의 
적들은 그들의 부패한 TV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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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어 오도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슬람교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오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TV 채널의 유해한 영향을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기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안만이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홍수가 발생한 경우 농장에 물을 
대면서 동시에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농장 
쪽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가르침도 역시 TV 매체를 통해 전파하여 
이슬람교도들이 깊은 경솔함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우고 
죄악과 이슬람교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 그 비참한 결과를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교도들에게 영화, 
노래, 음악 및 다른 모든 종류의 사악한 행동 없이 진정 
도움이 되는 이슬람교 가르침을 제공하는 이슬람교 TV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채널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rkazi 
Majlis-e-Shura 는 다분히 노력하여 1429 A.H.(2008 년) 
성스러운 라마단 달에 Madani 채널을 개국할 수 있었다. 
Madani 채널에서는 이슬람교도 가정에 Sunnah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매우 단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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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들이 Madani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한 다른 
악행으로 가득한 채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능하신 알라흐의 은총을 받아 Madani 채널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전세계로부터 매일 수천 통의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다. 축하 메시지 외에 이러한 
메시지는 Madani 채널을 시청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Sunnah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 Madani 채널을 시청한 
덕분에 이슬람교를 수용하였다고 보고된 몇몇 불신자들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Madani 채널의 3가지 
Madani 사건들에게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비무슬림이비무슬림이비무슬림이비무슬림이 이슬람교를이슬람교를이슬람교를이슬람교를 수용하수용하수용하수용하다다다다 

Markaz-ul-Auliya (Lahore) 출신의 한 이슬람교 형제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배 장소에 TV 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TV 에서 다른 채널을 
시청하곤 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채널이 1429 
A.H. (2008년) 성스러운 라마단 달에 개국했을 때, 그들은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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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시청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 중 한 명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젊은이였다. 그도 역시 Madani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매료되었다. 그는 아미르 
에 아흐래수나트 ������ ������	 �
  ����������� �����  	����
�� 의 단순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Madani 채널을 시청한 지 3 일만에 Kalimah 를 
읽고 이슬람교 신자가 되었다. 

Kufr kay aiwan mayn Maula dalday yeh zalzalah 

Ya Ilahi! Ta abd jari rahay yeh silsilah 

Madani 채널을 통해 불신의 궁전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심판의 날까지 이 채널이 번성하기를 바라나이다!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2. 이제이제이제이제 나는나는나는나는 죄악으로죄악으로죄악으로죄악으로 가득한가득한가득한가득한 채널채널채널채널 시청이시청이시청이시청이 부끄럽게부끄럽게부끄럽게부끄럽게 

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여성 설교자가 한 이슬람교 자매와 
그녀의 자녀들과 남편이 죄악으로 가득한 채널을 
시청하기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TV는 이른 아침부터 
켜져 있곤 했고, 여자들이 노골적으로 춤추는 등 외설적 
화면이 끊임없이 방영되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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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자 마자 TV에 나온 외설적 프로그램을 시청하곤 
했다. 축복의 라마단 달 (1429 A.H., 2008년) 이 되자 엄청난 
축복 중 하나가 Madani 채널의 형태로 나타났고, 예언자의 
헌신자들이 이게 크게 기뻐했다. 

 ��� � ���  �5� 	/ �6�	 �� 
  ��� �� �� �����  죄악으로 가득한 채널을 항상 틀어두는 앞서 
언급한 이슬람교 자매의 가정에는 이제 Madani 채널만을 
시청한다. 누군가가 죄악으로 가득한 채널을 설정하면 즉시 
Madani 채널로 전환된다. 그녀의 남편은 ‘만일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채널로 돌리면 내가 ‘Attari이고 또한 나의 
Murshid (Amir-e-Ahl-e-Sunnat) 가 Madani 채널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외설적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그런 채널을 어찌 시청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Madani Channel ki muhim hay Nafs-o-Shaytan kay khilaf 

Jo bhi daikhay ga karay ga i’tiraf 

Madani 채널 캠페인을 통해 사탄 & Nafs에 대적하여 

Madani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확실히 ___에 동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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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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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집이술집이술집이술집이 문을문을문을문을 닫다닫다닫다닫다 

Markaz-ul-Auliya (Lahore) 출신의 한 이슬람교 형제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술을 판매하고 
포르노 영화를 보여주곤 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라마단 
1429 A.H. (2008 년) 에 Madani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크게 감명을 받아 술 판매업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는 당구장도 폐업했다. 

주의주의주의주의:  Madani 채널에 대한 관련 사건의 상세 내용을 원하는 
경우, Maktaba-tul-Madinah 에서 발간한 ‘비이슬람교도가 
이슬람교를 수용하다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 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 의의의의 8 개의개의개의개의 Madani 진주진주진주진주 

출처출처출처출처: 샤이크 에 따리까트 아미르 에 아흐레 순나트 다와트 
에 이슬라미의 창시자 

알라흐마 모라나 아부비랄 무함마드 일야스 앗따르 
카드리 라다의 ��� ��� ������	 �
  ����������� �����  	����
�� 

1.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근본적인 목적은 설교자들이 
Sunnah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토론을 통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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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분야 전문가인 Ahl-e-Sunnat 학자들에게 남겨주면서 
이슬람교 설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것이다. 

2. 여기에서 ‘이슬람교 ’라 함은 Sayyiduna Imam Abu 
Hanifah, Sayyiduna Imam Malik, Sayyiduna Imam Shafi’I, 
Sayyiduna Imam Ahmad Bin Hanbal  � �7�-  �&
  '(����� ��	0��  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Sayyiduna Imam Abul Hasan Ash’
ari와 Sayyiduna Imam Abu Mansur Maturidi   � �7�-  �&
  '(����� � �/��	0�� 에 
의해 전파되고, Baghdad, Ghaus Pak, Sayyiduna Shaykh ‘
Abdul Qadir Jilani, Gharib Nawaz Sayyiduna Khuwajah Mu’
in-ul-Haq Waddin Chishti, Sayyiduna Shaykh Shahab-ul-Haq 

Waddin Suharwardi 및 Sayyiduna Shaykh Baha-ul-Haq 
Waddin Naqshandi  � �7�-  �&
  '(����� ��	0��  에 의해 실천되었으며, 예를 
들어 Rad-dul-Muhtar, Khatim-ul-Fuqaha, Sayyiduna Shaykh 
Sayyid Muhammad Aminuddin Ibn ‘Abidin Shami   �>� ��?�
   ہ� � �� �+  �A ��5�B , 

Sayyiduna Shah Mulla Jiwan Hindi  C �3��D�ۡ �
  ���� ���
  �.�/� 	, �-  ��	 �� ���� , Sayyiduna 

Shah ‘Abdul’Aziz Muhaddis Dihlvi  C �3��D�ۡ �
  ���� ���
  �.�/� 	, �-  ��	 �� ���� 의 작가들 등 
Ahl-e-Sunnat 의 학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A ’la 
Hadrat, Ahl-e-Sunnat의 Imam, Bid’ah의 근절자, Ummah의 
Mujaddid, Sunnah 의 갱생자, Shari’ah 의 학자, Tariqah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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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며 Al-Mu ’ tamad-ul-Mustanad, Tamhid-ul-Iman, 

Hussam-ul-Haramayn 등의 매우 유익한 책에서 이슬람교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한 ‘Allamah, Maulana, Al-Haj Al-Hafiz, 
Al-Qari Ash-Shah Imam Ahmad Raza Khan  ��	 �� ����  �.� 	=�-  ' 	= �����
8  등에 
의해 수용된 사랑과 축복의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의 언행을 말하는 것이다. 

3. 모든 이슬람교 형제들과 자매들은 A’la Hadrat의 Maslak 
[교리 등]을 확고히 준수해야만 한다. A ’ la Hadrat 의 
Maslak 는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동료들과 이슬람교 
성인들의 Maslak 와 매우 동일하다. 즉 알라흐 ������� �����의 
유일성을 믿고 그만을 숭배하며,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를 
알라흐 ������� �����이 보내신 진정한 마지막 예언자로 믿는 것 
등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이슬람교의 단 하나의 의무라도 
저버리지 않고 알라흐  ������������,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및 무함마드 
 ��$ �%  �&
  '(�����  ��	�� ��)  ' 
�� ٖ�� � ��� �+��  의 동료 등에 대한 모독을 저지르지 않으며, 

신성 모독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증오하는 등 알라흐  ������� ����� 

과 그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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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헌신과 성스러움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이슬람교에서 진정한 이슬람교 학자들은 매우 높은 
존경을 받으며 그들이 지닌 종교적 지식으로 인해 일반 
대중보다 우세한 입지를 가진다. 한 이슬람교 학자는 학자가 
아닌 자에 비해 예배에 대해 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다. 
Sayyiduna Muhammad Ibn ‘Ali  � �7�-  �&
  '(����� ��/��	0��  는 ‘한 학자가 바친 
2건의 Rak’at Salah는 학자가 아닌 자가 바친 70건의 Rak’at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Kanz-ul-‘Ummal, 제 10권, pp. 87)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다와트에 이슬라미 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Ahl-e-Sunnat 학자들에 반박하지 
않고, 그들에게 항상 존경과 영광을 표시하며,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Shari’
ah 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성격과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을 험담하는 등의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이는 중대한 죄악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Haram의 행동이다. 

Sayyiduna Abul Hafs-ul-Kabir  ��	 �� ����  	,�-� �.�/  �&
  ۡ �
 �5�D ۡE�  은 ‘학자를 험담하는 
자의 이마에는 심판의 날에 ‘이 사람은 알라흐  ������������의 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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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되게 한 자다’라는 문구가 기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Mukashafa-tul-Qulub, fi Bayan al-Ghibah, pp. 71)  

Sayyiduna Abu Zar Ghifari  � �7�-  �&
  '(�����  ��� ��	0  는 ‘학자는 이 세상에서 
알라흐  ������� ����� 의 표시이며 증거로서, 누구든지 학자를 
비난하는 자는 파멸하리라 ’고 말했다.  (Kanz-ul- ‘Ummal, 
제 10권, pp. 77) 

A’la Hadrat Imam Ahmad Raza Khan  ��	 �� ����  �.� 	=�-  ' 	= �����
8  은 ‘이슬람교 
학자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에게 반박하는 것은 Haram이다. 
이로 인해 어떤 자가 이슬람교 학자와 동떨어져 그로부터 
규칙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포기하는 경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Fatawa Razaviyyah, 제 23권, pp. 711) 

이슬람교 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손한 말을 하는 
현명치 못한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그를 
조심하라, 형제들이여! 그는 ‘Allamah Sahib [학자]이다!’, ‘
학자는 탐욕스럽다’, ‘그들은 우리를 질투한다’, ‘우리로 인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를 그대로 
놔두어라! 그는 Mawlvi  ������ ���
 �F����  ��� ���� �����  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를 이렇게 비웃는다), ‘Mulla 사람 같으니라고! ’ , ‘
학자들은 Ahl-e-Sunnat의 원인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론 연설 스타일을 싫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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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Mawlvi’ 등과 같이 그럭저럭 연설을 
하는구만’. 

각각에 대해 Shar’i 평결이 내려진, 이슬람교 학자에 대한 
불손에 관한 갖가지 사례를 설명한 A’la Hadrat  �.� 	=�-  �&
  '(����� �	 �� ��)  는 ‘
만일 누군가가 학자라는 이유로 어떤 (이슬람교) 학자에 
대해 험담한다면 이는 결단코 Kufr [믿음이 없음] 이다. 그가 
그러한 행위를 종교적 지식으로 인해 학자를 존경하는 
Fard(의무)라고 여기나 그에 대해 험담하거나 그에게 
욕설을 하거나 혹은 세속적인 증오에 기인하여 그를 
무시하는 경우, 그는 심각한 Fasiq와 Fajir[죄인]이다. 만일 
그가 어떠한 사유도 없이 악의 (이슬람교 학자에게) 를 품은 
경우, 그는 부도덕한 내부적 자아를 가진 영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Kufr [불신] 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ل�ۡيه� �لۡك�ۡفر�  ۡيف� ع� رA خ� اه� ب�بA ظ� ۡري� س� ن غ� � م
ال�ما�  م�ن ��بغ�ض� ع�

 (즉 어떤 분명한 사유 없이 이슬람교 학자에 대해 악의를 

품은 자는 Kufr을 [저지를] 위험에 처해 있다). (Fatawa 

Razaviyyah, 제 10권, p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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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Shari’ah와 종교 학자 (이슬람교) 에 대해 불경한 
불손한 말과 행동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다  ������ ���
  �F����  ��� ���� ����� . 만일 
어떤 이가 학자의 종교적 지식에 분개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그 학자를 험담한 경우, 그 사람은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갱생해야 하며, 만일 기혼자라면 그의 Nikah [결혼 생활] 도 
함께 갱생해야 한다. 게다가 그가 Murid (제자)인 경우에는 
그의 Baiat도 갱생해야 한다. 

◈ Shari’ah를 험담하는 것은 Kufr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Shara’ Wara’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Shari’ah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뜻)’라고 말한다면 그는 
Kafir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깊고 신뢰할 수 
있는 학자의 Fatwa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사람이 그 
Fatwa를 바닥에 던지거나 혹은 ‘나는 이 Fatwa를 거부한다’
고 말하는 경우, (그는 Kafir가 된다). (Bahar-e-Shari’at에서 발췌, 
제 9부, pp. 172) 

◈ ‘이런 Mawlvi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학자에 대한 
험담이 이 문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슬람교 
학자에 대한 험담은 Kufr이다.  (Fatawa Razaviyyah, 제 6권, pp. 24) 



다와트 이 이슬라미의 입문 

 

63 

◈ 어떤 사람이 ‘Mawlvis 가 모두 악한들이다 ’ (즉 모든 
학자들을 험담한 것임) 라고 말하는 경우, Kufr의 규칙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  (Fatawa Amjadiyyah, 제 4권, pp. 454) 

◈ ‘이 학자들이 나라를 파멸시켰다’ – 이는 Kufr에 해당되는 
언행이다.  (Fatawa Razaviyyah에서 발췌, 제 6권, pp. 115) 

◈  ‘Mawlvis 가 종교를 붕괴시켰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Kufr이다. 

◈  ‘ 알라흐 ������� �����이 이슬람교를 손쉽게 시현했으나 
Mawlvis 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고 말하는 경우, 

Kufr이다. 왜냐하면 ‘ ا�� ت�خۡ ۡس ��ۡال�  اۡال�  ف� �� ۡش ب�� �لۡ  ر� ا>� �� رك�فۡ  ع�ل�م� ’ 학자와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의 후손들을 험담하는 것은 
Kufr이기 때문이다.  (Majma’-ul Anhar, 제 2권, pp. 509) 

◈ 누군가가 ‘학자들이 가르치는 지식은 단지 이야기에 
불과해’라거나 혹은 ‘...은 희망사항일 뿐이야’라거나 혹은 ‘
…은 속임수에 불과해’라고 말하거나 혹은 ‘거짓에 기초한 
지식은 믿지 않아’ (즉 Shari’ah를 거짓이라고 언급함) 라고 
말하는 경우, 그 사람은 Kafir이 되며 이러한 모든 언급은 
Kufr이다.  (Fatawa ‘Alamgiri, 제 2권, p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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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경우, Kufr 
규칙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 

◈ 어떤 사람이 학자에게 ‘꺼지세요, 당신의 지식은 어느 
항아리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언급은 Kufr이다.  (Fatawa ‘Alamgiri, 제 2권, pp. 271) 

기억하라! 오직 Ahl-e-Sunnat 의 학자들만이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 이단자 학자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학자들)의 
경우, 그들의 그림자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연설을 듣고, 그들의 책을 공부하고, 그들의 연합을 
채택하는 것은 모두 Haram이며 자신의 Iman[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5. Ahl-e-Sunnat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실천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 
다음은 그 사례이다: 

a) 축복의 Rabi ’ -un-Nur 달에는 활기 있게 Milad-
축하의식(예: 성스러운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의 축복의 
생일)을 하라.  처음 12 일 동안에는 가정과 가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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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조명으로 꾸미고 전체 달 동안 녹색 깃발을 (집, 
자동차 등에) 달아라. 

또한 Masjid와 지역 등 에도 장식용 조명과 녹색 깃발로 
꾸며라. 축복의 탄생일 밤을 Ijtima’ Zikr-o-Na’at에서 보내고 
손에 녹색 깃발을 들고 서서 Subh Sadiq의 정확한 시간에 
Salat-o-Salam을 암송하며 ‘축복의 새벽’을 맞이하라. 12 Rabi’
-un-Nur, 즉 Eid Milad-un-Nabi  ��$ �%  �&
  '(�����  ��	 �� ��)  ' 
�� ٖ�� � �� � �+��  (쌀랄라후 
따아라 아라이히 와 아리히 와쌀람) 날에는 Milad 행렬을 
준비하고 ‘Marhaba!’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렬에 참가하라. 

b) Eid Mi ’ raj 1 -un-Nabi  ��$ �%  �&
  '(�����  ��	 �� ��)  ' 
�� ٖ�� � �� � �+�� 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처음 4개의 칼리프 일자에, 매년 Giyarhwin 및 
Raza 일자 (25 Safar-ul-Muzaffar) 에 Ijtima’ Zikr-o-Na’at를 
거행하라. 

c) ‘Urs의 경우에는 Madani Qafilahs를 정리하여 관련된 
성인들을 모신 제단 인근의 성원마다 머물면서 Madani 
Qafilah 일정에 따라 의로움으로의 소명을 전파하도록 하여 ‘
Urs가 엄숙하게 올려지는 성인의 많은 축복을 받도록 한다. 

                                                           
1 성스러운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 �+ ��  의 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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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와트에 이슬라미와 연관된 모든 자는 Shari’ah의 범위 
내에 머물고 Markazi Majlis-e-Shura, 그들 국가의 Intizami 
Kabinah, 그들 국가의 Majlis-e-Mushawarat 및 심지어 그들 
지역별 Mushawarat의 Zaili Nigran에 순종하면서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7.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헐뜯게 함으로써 
종교적 사업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슬람교 형제 누구에게서든지 어떠한 악행이나 잘못이든 
발견하는 경우, Shari’ah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악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험담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대신, 가능하다면 직접 
개인적으로 그 이슬람교 형제를 온화하게 감화시켜라.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그를 위해 Du’a를 만들어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종교적 사업에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해서든 혹은 
서면을 통해서든 당신의 의견의 Zaili Nigran 의 협력을 
추구하라. 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Shari’ah 범위 내에 머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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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당신의 Mushawarat의 Halqah Nigran으로 회부하라. 
그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Alaqai Mushawarat 의 Nigran 으로, 그 이후에는 
도시의 Mushawarat 의 Nigran 으로, 그 이후에는 자치구 
Mushawarat의 Nigran으로, 그리고 나서는 국가의 Intizami 
Kabinah의 Nigran으로 회부하도록 한다. 

기억하라! Shari’ah 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이슬람교 
형제의 악행을 다른 개인에게 발설하는 경우, 당신은 상기 
형제의 조직 내 책임의 막중함과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당신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또한, 당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설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 조직적 이슈가 되고 
Madani 사업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종교적 사업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하며, 그에 의거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8. Sunnah를 고무하는 Ijtima’at 등을 위한 Bayan[연설]을 
할당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한다. 

a) 지식 면에서 뛰어나고 이슬람교 설교 능력이 탁월한 선한 
행위를 하는 설교자 (예. Dars-e-Nizami를 통과하고 뛰어난 
암기력과 Shar’i 실수를 하지 않는 능력 이외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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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보유한 자) 는 원고 없이도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예. 암기를 통한 연설). 

b) 지식 면에서 뛰어나지 않은 설교자는 Ahl-e-Sunnat 
학자들의 서적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그러한 페이지를 다이어리에 부착하여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연설을 전달해야 한다. 

Ay Rab-e-Muhammad bahr-e-Raza, ‘Attar ki ho maqbul Du’ a 
Har ‘Dawat-e-Islami wala’ Sunnat ka ‘alam lahrata rahay 

오 무함마드의 Rab여! Raza를 구하소서! Attar의 Du’a를 

받아들이고 이행하소서 모든 다와트에 이슬라미 구성원들이 

Sunnah의 깃발을 흔들기를 바라나이다. 

ا ۡني ب�ج� ۡني ��ۤم� �م�
� �ال+ �-��  .� �لن / ل�ۡيه�  ت�ع�ا1ٰ  �هللا�  ص� ٖ  ع� �5�ٰ �م �� ل س� �� 

세속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서 끊임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Madani 환경에 
참여해야 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매주 열리는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Sunnah 를 고무하는 Ijtima ’ 에 
참석하며, Madani In ’ amat 에 따라 생활하고, Ma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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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filah 와 함께 여행하며, 계속해서 Madani 채널을 
시청하도록 하라. 

 َ
ۡ
 ال

َ
ۡوا َ)

*
د           بِۡيبَصل  ُمَم�

ٰ
(َ 

ٰ
ُ َتَعا1  َصل� ا4	

Dawat-e-Islami의의의의 63 개개개개 부서부서부서부서 개요개요개요개요 

설교설교설교설교 & 감회감회감회감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adani In ’amat, Madani Qafilahs, 
비무슬림들을 위한 설교, 해외의 집회 (Majlis Berun-e-Mulk) 

회합회합회합회합 & 훈련훈련훈련훈련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adani 훈련센터, 책임을 부여 받은 
이슬람교 형제들을 위한 지역별 & 주간, 지방별 & 국제적 
협회, 훈련 협회, 해외 협회, 회합 I’tikaf, Hajj & ‘Umrah의 
집회, Majlis Madani Muzakarah 

교육교육교육교육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Jami’a-tul-Madinah (소년), Jami’a-tul-Madinah 
(소녀), Madrasa-tul-Madinah, Madrasa-tul-Madinah (소녀), 
Madrasa-tul-Madinah (성인), Madrasa-tul-Madinah (성인 
이슬람교 자매), Madrasa-tul-Madinah 온라인, Dar-ul-Madinah, 
Dar-ul-Ifta Ahl-e-Sunnat, Dar-ul-Ifta 온라인, Takhassus-fil-Fiqh, 
Takhassus-fil-Funun, Majlis Tawqit, Majlis Tahqiqat-e-Shar’iyyah 
및 기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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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구연구연구 및및및및 언론언론언론언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ajlis (집회) Al-Madina-tul-‘Ilmiyyah, 
번역 집회, Maktaba-tul-Madinah, Maktaba-tul-Madinah 의 
센터, Madani 채널,   I.T. 집회 

사회사회사회사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교육 집회, 특별한 이슬람교 형제들을 위한 
집회, Majlis 감옥 (Faizan-e-Quran), 사업자를 위한 집회, 
법조인을 위한 집회, 변호사들 위한 집회, 의사를 위한 집회, 
Hakim Majlis, 수의사 집회, 동종요법의 집회, 스포츠 집회, 
Majlis ‘Ushr, Majlis Rabitah, Majlis Rabitah bil-‘Ulamah Wal-
Mashaikh, Mazarat(제단)의 집회, 언론 & 출판을 위한 집회, 
교외마을을 위한 집회 

복지복지복지복지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Khuddam-ul-Masajid 의 집회, Aimmah 

Masajid의 집회, Madani Aimmah의 집회, Majlis Maktubat-o-
Ta’wizat-e-‘Attariyyah, Majlis-e-‘Ilaj, Isal-e-Sawab, 소책자 배포 
& 이슬람교도들의 소망을 위한 집회 

행정행정행정행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ajlis Maliyat (금융 집회), 자산 대해 집회, Ijarah 
집회, 보안 집회 

기타기타기타기타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이슬람교 자매들 사이의 Madani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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