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ـٰلـ   َرّبِ اۡلـٰعـلَـِمۡينَ   ہِ ـلـّٰاَۡلـَحـۡمـدُ لِ    َسـيِّـدِ    الـسَّـَالُم َعـٰلی وَ    وةُ َو الـصَّ
  اۡلـُمـۡرَسـِلـۡينَ 

ـابَــۡعـدُ  ِجۡيمِؕ    ہِ فَـاَُعـۡوذُ  ِبـالـلـّٰ  اَمَّ ۡحـٰمنِ   ہِ الـلـّٰ ِبـۡسِم    ِمـَن الـشَّـۡيـٰطِن الـرَّ   الـرَّ
حِ   ـۡيمِؕ الـرَّ

책을책을책을책을    읽읽읽읽기기기기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간청간청간청간청    ((((두아두아두아두아))))    

이슬람 책이나 레슨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Du'a (간청)를 
읽으세요. 인샤알라흐  ََّوَجل ه َعزَّ  공부를 하는 것 모두 اِْن شَ ــآَءالـلـّٰ
기억할 것입니다. 

 

 ُشرۡ َوانۡ  كَ َمتَ كۡ نَا حِ يۡ َعَل  تَحۡ مَّ افۡ هُ اَللّٰ 
َرامكۡ َواۡالِ َجَالِل الۡ  ا ذَاَيـ كَ َمتَ نَا َرحۡ يۡ َعَل   

번역번역번역번역    

오 알라흐  ََّوَجل  우리를 위해 지식과 지혜의 문을 !َعزَّ

열고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가장 존경하는 

알라흐 누구그리고 영광! 
 (Al-Mustaraf, vol. 1, pp. 40) 

    

노트노트노트노트: 간구전후에 한 번 (Salat –alan Nabi) 평화를 ملسو هيلع هللا ىلص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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ـٰلـ   اۡلـٰعـلَـِمۡينَ   َربِّ  ہِ ـلـِّٰل   اَۡلـَحـۡمـدُ    َسـيِّـدِ    َعـٰلی  َوالـسَّـَالمُ    وةُ َو الـصَّ
  اۡلـُمـۡرَسـِلـۡينَ 

ـابَــۡعـدُ  ِجۡيمِؕ  ِمـَن   ہِ ِبـالـلـّٰ   فَـاَُعـۡوذُ    اَمَّ ۡحـٰمنِ    ہِ الـلـّٰ  ِبـۡسمِ    الـشَّـۡيـٰطِن الـرَّ   الـرَّ
حِ   ـۡيمِؕ الـرَّ

    

축복축복축복축복의의의의    여여여여명명명명    

살랏살랏살랏살랏 - 알란알란알란알란 나비의나비의나비의나비의 장점장점장점장점     
인류의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말씀하셨습니다. 
알라흐  ََّوَجل  내게 열번 살랏을 암송 한 사람에 대한 백 َعزَّ

자비를 보냅니다.  

(Al-Mu’jam-ul-Awsat lit-Tabarani, vol. 5, pp. 252, Hadees 7235)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라비운 누르 (Rabi'-un-Noor) 월이 오자 마자 봄이 

만연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헌신자들은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마치 진실한 이슬람교도가 젊든 

노골이든지간에이 온화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Nisar tayri chahal pahal per hazar Eidayn Rabi’-ul-Aw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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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aye Iblees kay jahan mayn sabhi to khushiyan mana rahay 
hayn 

라비운 누르의 명랑함은 수천의 이드를 능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셰탄 (악마) 외에는 세상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불신과 우상 숭배의 어둠이 세상에서 만연했을 때 성스러운 

메카안에 Sayyida Aaminah َرِضَی هللاُ تَعَاٰلی عَ ـْنَها 의 성스러운 

집에서 빛이 반짝였다고 전체 우주를 밝게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는 온 세상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다 َوٰاِلهٖ  َوَسلَّم

 

축하! 마지막 선지자의 도래입니다. 
 축하! 모든 위한 자비의 도래입니다. 

축복축복축복축복의의의의    여명여명여명여명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새벽이되었을 때 

Rabi'-un-Noor 의 12 일에 세상에 왔으며, 불행, 어려움, 

고난과 고난의 어두운 밤을 행복하고 환한 행복의 아침으로 

바 꾸었습니다. 

Musalmano Subh-e-Baharan muba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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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 barsaatay anwaar Sarkar aaye 
 

번역 

축복받은 아침의 출현은 축하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 َصلَّى

 .는 빛을 비추고 오셨습니다(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Wasail-e-Bakhshish, pp. 479)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기적기적기적기적    
알라흐  ََّوَجل 의 누르 (빛) 이 세상 안에 َعزَّ 12 번째 라비운 

누르(Rabi'-un-Noor)에 오시자 마자 억압과 불신앙의 

어두운  구름을  제거했고  이란 왕에 속한 끼쓰라 궁전은 14 

개의 스파이크가 떨어지는 지진에 시달렸고 이란에서 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화염이 진압되고, '사바'강이 

마르고, 카바가 흔들리고 우상들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Tayri aamad thi kay Baytullah mujray ko jhuka 
Tayri haybat thi kay her but thar thara ker gir gaya 

번역 

당신의 출현하자, 카바는 흔들 렸습니다. 
당신의 유감으로 우상들은 떨림으로 두려워졌다 

 (Hadaiq-e-Bakhshish, p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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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의심의 여지없이 거룩한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자비로 보내졌고 실제로, 알라흐의 자비가 내려 오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알라흐  ََّوَجل  ,는 성령 꾸란, 11 부, 유누스َعزَّ

58 절에서 선언해다 

ِ   ِبفَۡضِل  قُۡل  ّٰJ     َۡحَمتِہٖ  بِرَ   و 
ا     َخۡيرٌ   ہُوَ       ؕ ا  ُحوۡ  فَۡليَۡفرَ   ِلَک  فَِبذٰ  مَّ     نَ  يَۡجَمعُۡو     ّمِ

﴿۵٨﴾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여자여자여자여 말해라말해라말해라말해라, 알라의알라의알라의알라의 자비와자비와자비와자비와 자비에자비에자비에자비에 대해서만대해서만대해서만대해서만 
말하자면말하자면말하자면말하자면 그들그들그들그들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은은은은 기뻐해야한다기뻐해야한다기뻐해야한다기뻐해야한다. 그그그그 모든모든모든모든 재산보다재산보다재산보다재산보다 
낫다낫다낫다낫다. [Kanz-ul-Iman (Translation of Quran)] (Part 11, Surah Yunus, verse 
58) 

ُ  اَۡكبَر ّٰJَ! 꾸란은 그 자체로 우리가 알라흐의 자비에 대해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알라흐의 가장 큰 자비는 

성스러운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에 명시되어 있으며 

성령 꾸란 17 장, 알 - 안 비야 107 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있습니다. 
 

ۡلٰعلَِمۡينَ    َرۡحَمًۃ    اِالَّ     اَۡرَسۡلٰنکَ     َماۤ   وَ   ﴾[١٠﴿     لِّ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당신을당신을당신을당신을 보냈지보냈지보냈지보냈지 만만만만, 모든모든모든모든 세상을위한세상을위한세상을위한세상을위한 자비로서자비로서자비로서자비로서. 

[Kanz-ul-Iman (Translation of Quran)] (Part 17, Al-Anbiya, vers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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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베샤베샤베샤베    카다르카다르카다르카다르(Shab-e-Qadr)보다보다보다보다    우수한우수한우수한우수한    밤밤밤밤    
Sayyiduna Shaykh ‘Abdul Haq Muhaddis Dihlvi   ِه عَ ـلَْيِه َرحْ ـمَ ةُ  الـلـّٰ

َصلَّى هللاُ 말했다, 참으로, 사랑하는 및 강복 한 예언자의 اۡلـقَـِوی

 ,출생의 밤은 shab-e-Qadr 보다 우수합니다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Shab-e-Qadr 는 신성한  예언자에게 수여되는 밤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로, 거룩한 선지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도래에 놓여있는 밤의 위대함은 천사들의 출현에있는 

밤보다 더 신성합니다. (Masabata bis-Sunnah, pp. 100) 

모든모든모든모든    이드의이드의이드의이드의    이드이드이드이드    
َوَجلَّ  ِ لّٰ ـه َعزَّ 라 비운누르 !اَلْ ـَحمْ ـدُ لـ Rabi'-un-Noor 의 12 일은  

회교도를위한 모든 이드의 이드입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 으면 

이드도없고 샤베 바-라-아-트(Shab-e-Barat`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이 세상뿐만 아니라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위대함은 거룩한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축복받은 

덕택입니다 

Woh jo na thay to kuch na tha woh jo na haun to kuch na ho 
Jan hayn woh jahan ki, jan hay to jahan hay 

번역 

그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세상의 영혼이고, 영혼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Hadaiq-e-Bakhshish,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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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아부아부아부    라합과라합과라합과라합과    밀라드밀라드밀라드밀라드 
아부 라합이 사망 한 후, 그의 가족 중 일부는 곤경에 

빠지기를 꿈꿨다. 그들은 사후에 그가 어떻게 대우 

받았는지 질문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너를 떠난 후에 

어떤 선을받지 못했다. 그런 다음 엄지 손가락의 

아래쪽에있는 구멍을 향해 지시하면서 그는 말했다. '내가 

노예 소녀인 Suwaybah 를’ 풀어 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물을 마시는다. (Musannaf ‘Abdur Razzaq, vol. 9, pp. 9, Hadees 
16661’; ‘Umda-tul-Qaari, vol. 14, pp. 44, Hadees 5101) 

Shaykh 'Allamah Badruddin'Ayni هِ  اۡلـقَـِوی  그 표시는'عَ ـلَْيِه َرحْ ـمَ ةُ  الـلـّٰ

그가 약간의 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mda-tul-Qaari, vol. 14, pp. 44, Hadees 5101)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무슬림무슬림무슬림무슬림들들들들    과과과과    밀라드밀라드밀라드밀라드 
앞서 말한 나레이션에 (이야기) 대해 언급하면서, Sayyiduna 

Shaykh ‘Abdul Haq Muhaddis Dihlvi هِ  اۡلـقَـِوی  عَ ـلَْيِه َرحْ ـمَ ةُ  الـلـّٰ

진술했다. '이 사건에는 고귀한 선지자َ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자기 부를 쓰는 그들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견고한 

불신자였던 아부 라합 (Abu Lahab)은 성스러운 

예언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축복받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노예 소녀 인 수 와이바 (Suwaybah)를 풀어주고 

기뻐하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자신의 재산을 

진심으로 보내는 데 얼마나 큰 보상이 될지 상상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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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밀라드 모임에서 노래와 음악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darij-un-Nubuwwah, vol. 2, pp. 19)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    열정적으로열정적으로열정적으로열정적으로    축하하십시오축하하십시오축하하십시오축하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슬람 형제들! 성스러운 선지자의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축복받은 탄생을 열정적으로 표시하십시오. 성령 َوٰاِلهٖ  َوَسلَّم

예언자 탄생에 대한 행복을 표현한 덕분에 아부 라합 (Abu 

Lahab)과 같은 굳건한 불신자 조차도 이익을 얻었고  왜 

우리는 이슬람교도들이 축복받을 수없을까요? 아부 라합은 

알라흐의 예언자가 아니라 조카가 탄생 한 것을 기뻐했으며, 

여전히 그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경심에서 

밀라드를 축하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까? 

Ghar Aaminah kay Sayyid-e-Abrar aa gaya 
Khushiyan manao ghamzado Ghamkhuwar aa gaya 

번역 
Aaminah 의 집에서 선지자들의 왕이 왔습니다. 
기뻐해. 슬픔에 사로 잡힌 자여, 위로자가왔다. 

(Wasail-e-Bakhshish, pp. 474)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거룩한거룩한거룩한거룩한    예언자는예언자는예언자는예언자는    그의그의그의그의    탄생을탄생을탄생을탄생을    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기쁨을기쁨을기쁨을기쁨을    얻습니다얻습니다얻습니다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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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학자는 인류의 선지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화, 

가장 관대하고 친절한 선지자을َ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꿈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Ya Rassolallah (알라흐의 선지자여)! 매년 출생을 축하하는 

무슬림을 좋아하십니까? 성스러운 예언자는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쁘다.'라고' َوٰاِلهٖ  َوسَلَّم

대답했습니다. (Tazkira-tul-Wa’izeen, pp. 600) 

미랃의미랃의미랃의미랃의    행복에행복에행복에행복에    깃발깃발깃발깃발    
Sayyidatuna Aaminah َرِضَی هللاُ تَعَاٰلی عَ ـْنَها 말했다, 성스러운 

예언자가َ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태어 났을 때 나는 동쪽에 

하나, 서쪽으로 하나, 카바의 지붕 위에있는 하나의 깃발이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Khasaais-ul-Kubra, vol. 1, pp. 82) 
 

Ruh-ul-Ameen nay gaara Ka’bay ki chat pay jhanda 
Ta ‘Arsh ura pharayra subh-e-shab-e-wiladat 

번역 
루훌아민(Ruh-ul-Amin)은 카바의 지붕에 깃발을 올려 놓고 

축복의 새벽에 천국으로 
날아갔다 

(Zauq-e-Na’at, pp. 67) 

플래그와플래그와플래그와플래그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행렬행렬행렬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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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나로 이주하는 동안, 사랑하는 축복받은 예언자 
 .마디나 근처의 장소에 도착했다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Mauda'e-Ghameem 으로 알려진 Buraydah Aslami 는 Bani 

Sahm 부족의 70 명의 기병과 함께 거룩한 선지자를 붙잡을 

의도로 캐러밴을 쫓았지만 그 자신은 성스러운 예언자 
 의 사랑에 사로 잡혀 이슬람을 받아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들였다. 그는 말했다,  

야 라술 알라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우리는 깃발을 들고 

마디나에서 당신을 환영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병들은 
그들의 터번을 벗겨서 창문 위에 올려 놓고 마디나로 

이사했습니다. (Wafa-ul-Wafa, vol. 1, pp. 243)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    축하했던축하했던축하했던축하했던    가족가족가족가족    
마디나에 사는 이브라힘 (Ibraheem) 이라는 경건한 

사람이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예언자의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진정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할랄 생계를 꾸려 가며 َوَسلَّم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탄생 축하를 위해 수입의1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라비운 누르 (Rabi'-un-Noor)의 달이 올 때, 그는 밀라드를 

열정적으로 축하하고, 샤리아의 계명에 따라 지냈다. 그는 

성스러운 선지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선의 (Isal-e-

                                                           

1
 예언자َ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의 탄생을 축하하고 종교 선전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12 % 또는 적어도 1 %의 수입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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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ab)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이고, 

의로운 일에 대한 그의 저축을 보조 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또한 성스러운 예언자의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위대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마음과 

영혼을 가진 남편과도 협력 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의 

아내는 돌아가셨지만 그는 밀라드를 축하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이브라힘 (Ibraheem)은 아들을 불러 그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아! 나는 오늘 밤 죽을 것이다. 50 

디르함과 19 야드의 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수화물에 

천을 사용하고 의로운 행위로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는 신앙에 관한 기사를 낭송했고 그의 영혼은 그의 

시신을 떠났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를 

묻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을 쓰는 것에는 다소 혼란 

스러웠습니다. 그가 그날 밤 잠에서 잤을 때, 그는 심판의 

날이 일어 났으며 모두가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가고 불행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젊은이가 천국에 

들어가게하라'는 발표가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없이 헤매던 행복하게 하늘에 들어갔다. 

일곱 번째 천국을 방문한 후, 그가 8 번째 천국의 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세계의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탄생을 축하 한 사람들 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وَسلَّم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부모님이 거기에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젊은이들이 들어가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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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부모님은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가 카우사르(Kawsar) 흐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처에는 존경스런 여인이 앉아있는 

보좌가있었습니다. 많은 유서 깊은 여자들이 앉아있는 다른 

의자들도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누구야?'하고 물었다. 

그 천사는 말했다 "Sayyidatuna Fatimah Zahra 보좌에있고 

그리고 의자에있는 다른 여자들이 Khadija-tul-Kubra, 

Aaishah Siddiqah, Sayyidatuna Maryam, Sayyidatuna Aasiyah, 

Sayyidatuna Saarah, Sayyidatuna Haajirah, Sayyidatuna 

Raabi'ah 및 Sayyidatuna Zubaydah  ََّرِض َی الـلّٰ ـهُ  تَعَاٰلی عَ ـْنهُ ـن  입니다. 

그는 매우 행복해졌으며 걷기를 다시 시작했고 더욱 신앙 

신실하고 상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예언자가َ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앉아있는 아주 큰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네 명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Khulafa-e-Rashideen (네 명 의로운 칼리프   َُرِضَى هللا

 이 앉았다. 오른쪽에는 황금 의자가 있었고, 그(تَعَاٰلی عَ ـْنهُ م

위에는 선지자들 ٰلوة ُ َوالـسََّالم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عـلَْيـهِ مُ  الـصَّ

순교자들이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근처의 군중들 사이에서 그의 아버지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이브라힘을 보았습니다َ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이브라힘은 

그의 아들을 행복하게 껴안았다. 아들은 '친애하는 아버지, 

어떻게이 상태에 도달 했습니까? 이브라힘이 대답했다. 

'나는 성스러운 예언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복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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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그는 그의 집을 팔아 그의 아버지의 50 

디르함과 함께 그의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사용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그는 이슬람 학자들과 경건한 무슬림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섬겼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성원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30 

년은 알라흐  ََّوَجل  .를 숭배했습니다 َعزَّ

그의 죽음 후에, 누군가 꿈에서 그를 보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밀라드를 축하하는 축복으로, 

나는 또한 나의 아버지가 낙원에서 얻은 동일한 지위를 

받았다. (Tazkira-tul-Wa’izeen, pp. 557) 

Bakhsh day mujh ko Ilahi! Bahr-e-Milad-un-Nabi 
Naamah-e-a’maal ‘isyan say mayra bharpoor hay 

전능하신 분, 미라드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나의 행위의 책에 죄가 가득하지만 

(Wasail-e-Bakhshish, pp. 477)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    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    보상보상보상보상 
Shaykh ‘Abdul Haq Muhaddis Dihlvi هِ  اۡلـقَـِوی  께서 عَ ـلَْيِه َرحْ ـمَ ةُ  الـلـّٰ

말씀하셨다. 거룩한 선지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 

밤에 기뻐하는 사람들 알라흐  ََّوَجل  의 자비 덕분에 천국에 َعزَّ

입장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항상 손님을 초대하고 

의연금를 풍성하게 제공하여 절기를 요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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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축복받은 예언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표현하고, 

온화하게 보내고, 성스러운 선지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회중을 붙잡고, 그들의 집 

장식합니다, 알라흐  ََّوَجل  가이 축복받은 행동들로 인해 َعزَّ

그들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Masabata bis-Sunnah, pp. 102) 

유대인들은유대인들은유대인들은유대인들은    이슬람을이슬람을이슬람을이슬람을    받아받아받아받아    들였다들였다들였다들였다.... 
Sayyiduna 'Abdul Waahid Bin Isma'eel 거룩한 선지자의 

위대한 신봉자가 이집트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완전한 열정과 열의로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이 그의 이웃에 

살았습니다. 라비운 누르 (Rabi'-un-Noor)의 달이 올 때, 

유대인 여성은 남편에게 '왜 이슬람 이웃이 이 달에 큰 

축제를 준비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녀의 남편은이 달에 

선지자 
 가 태어 났으므로 이 달에 선지자의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과 이슬람교도의 명예를 축하하기 위해 그렇게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매년 선지자의 탄생을 축하함으로써 

이슬람교도들이 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유대인 여인이 그날 밤 잠들었을 때, 그녀는 매우 우아하고 

성대한 성자를 꿈꾸 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고귀한 성자에 

관해 누군가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그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그의 탄생을 

축하함으로써 당신의 이웃을 만나러 하고 그의 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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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인 여성은 '그가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나에게 이야기 할 것인가?'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예 َوٰاِلهٖ  َوَسلَّم

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그 때 거룩한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언자는 '랍바이크 (나는 여기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스러운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의 대답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나는َعلَْيِه َوٰاِلهٖ  َوَسلَّم

회교도가 아니며,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대답했다."  

예언자는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알라흐  ََّوَجل  는 당신이 َعزَّ

이슬람을 곧 받아 들일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자비 롭고 예의 

바르며 선지자 다.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고상한 저명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칼리마 

샤하다 (신앙 개조)를 암송했다. 

그녀는 깨어 났을 때 이슬람을 온 마음으로 포용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스러운 

선지자َ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저축을 

모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 났을 때 남편이 

잔치를 준비하는 중 바쁜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뭐하고 있니?'그는 '나는 이슬람의 포용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준비 중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어?'그가 대답했다. '너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젯밤 꿈속에서 성스러운 예언자를 
 보았고 나는 또한 이슬람을 받아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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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kira-tul-Wa’izeen, pp. 598) 

알라흐  ََّوَج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위해서 َعزَّ

책임없이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 ن بَِجاِه النَِّب يۡ مِ اٰ  ُ  نيۡ مِ اۡالَ  ّي ّٰJ هَوٰالِ  ۡيهِ تَعَاٰلى َعَل  َصلَّى َوَسلَّم 

Aamad-e-Sarkar say zulmat huyi kafoor hay 
Kya zameen, kya aasman her samt chaaya Noor hay 

번역번역번역번역    
그의 오심으로 모든 곳의 어둠이 제거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 까지 모든 곳에 빛이 있습니다. 
(Wasail-e-Bakhshish, pp. 476) 

ُ َصلَّى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تَعَاٰلى َعٰلى ُمَحمَّ

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다와트에    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이슬라미    와와와와    미라드미라드미라드미라드    축하축하축하축하 
꾸란과 순나의 전파를위한 세계적인 비 정치적 운동 인 다 

와트에 이슬라미 (Dawat-e-Islami)는 밀라드를 축하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라드의 거대한 회중는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카라치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밀라드 신도가 개최됩니다. 이들은 

성스러운 예언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수나 (Sunnah)를 

채택한 수천 명의 죄인들의 삶에서 마다니 혁명을 일으킨 

극도의 정신적 인 회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 가지 마다니 경이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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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죄죄죄죄의의의의    치료치료치료치료.... 
선지자의 신봉자가 이야기를 했다 : 유행 미라드 (1426 년 

AH), 최신 유행을 극단적으로이고 Salah 에서 멀리 있던 

나의 친구는, Kakri 지상, 바불 마디나(Bab-ul-

Madinah)카라치에 붙드는 미라디 신도에 참석했다. 축복의 

새벽에 인사 할 때, 모두는 사라트(Salat)와 살람(Salam)을 

낭송했다. 

 내 친구는 감명 받았고, 그는 죄에 대한 증오를 느끼고 

정기적으로 살라를(예배) 제공하고 수염을 기르기 위해 

확고한 의도를 보였습니다.  ََّوَجل ه َعزَّ  그의 의도에 따라 ,اَْلـَحْمـدُ لـِلـّٰ

그는 살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을뿐만 아니라 

그의 수염도 키웠다. 그는 말하기에 부적절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의 덕택으로 스스로를 버렸다. 

즉, 치명적인 질병의 병을 앓고있는 환자가 치료법을 

찾았습니다. 

Maang lo maang lo un ka gham maang lo 
Chashm-e-rahmat nigah-e-karam maang lo 

Ma’siyat ki dawa la-jaram maang lo 
Maangnay ka maza aaj ki raat hay 

 

 
 

번역 
이 거룩한 밤에 자비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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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룩한 밤에 죄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2. 2. 2. 2. 심장의심장의심장의심장의    흙이흙이흙이흙이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북 카라치 출신의 이슬람 형제가 내린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Rabi'-un-Noor 의 첫 번째 주 동안, 선지자의 일부 

신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을하고 있었고 캌리땅의 바불 

마디나(Bab-ul-Madinah)에서 개최 된 미라드에 참석하라고 

초청했습니다. 미라드에 대한 나의 참여에 대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12 일의 밤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을 지키고 미라드로 떠나는 다른 모든 이슬람 

형제들과 함께 버스에 앉아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예언자 

 의신봉자는 'Cham Cham'이라고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불리는 과자를 몇 개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는 약 30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동등하게 형제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애정 어린 행동에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훌륭하고 영적인 미라드를 

보았습니다. 나트 (Na'at)와 살람 (Salam)의 소리는 대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거룩한 Marhaba 

Ya Mustafa (예언자를 환영하십시오)َ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라드의 영성이 점차적으로 내 

마음의 흙을 깨끗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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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وَجلَّ  ِ لّٰ ـه َعزَّ َوَجلَّ  나는 알라흐 ,اَلْ ـَحمْ ـدُ لـ -의 은혜로 Dawat-e َعزَّ

Islami 의 Madani 환경에 즉시 가입했다. 이제 나는 녹색 

터번을 입고 나의 수염을 키웠다. 나는 현재 

수나(Sunnahs)를 전파하기위한 지역의 Dawat-e-Islami 의 

책임감 ('Alaqa`ee Nigran)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a-e-Habib-e-Khuda Madani Mahaul 
Hay fayzan-e-Ghaus-o-Raza Madani Mahaul 

Yaqinan muqaddar ka woh hay sikandar 
Jisay khayr say mil gaya Madani Mahaul 

번역 
알라흐 의 부탁 마다니환경입니다 

Ghaus 와 라자 (Raza)의 자비는 마다니 환경입니다 

진실로, 행운아는 마다니 환경에 합류 한 사람입니다. 

(Wasail-e-Bakhshish, pp. 604)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3. 3. 3. 3. 누르의누르의누르의누르의    비비비비    ((((빛빛빛빛))))    
이드 미라드운나비 (1417 A.H.) 행사에서 다와트에 

이슬라미(Dawat-e-Islami) (나치 마 바드, 카라치)의 행렬이 

Salat-uz-Zuh 이후에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행렬은의를 

향한 부름을 발표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들었다. 바얀 (연설)이 끝난 후 한 사람이 

니그란에게(관리자)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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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나는 눈으로 볼 때 노어 (Noor)가 무벌리그 

(Muballigh)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샤워되고 

있음을 알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 지금 

이슬람을 받아 들일 수있게 해주십시오. '참가자들은 더 

열정적으로 슬로건을 외쳤다. 다와트에 이슬라미 (Dawat-e-

Islami) 의 마다니 행렬과 축복의 위대함을보고 Satan 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슬람교를 수용 한 후에 개종자는 

그의 가족에게 그의 가족을 이슬람교로 초청하기 위해 

갔다.그의 따뜻한 영적 초대로 인해, 그의 아내, 세 자녀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이슬람을 받아 들였다. 

Eid Milad-un-Nabi hay dil bara masroor hay 
Han magar Shaytan ma’ rufaqa bara ranjoor hay 

번역 

이드 미라드운나비에서 모두가 높은 정신을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공범과 샤탄은 낮은 정신에 있습니다.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4. 4. 4. 4. 오늘도오늘도오늘도오늘도    예언자를예언자를예언자를예언자를    볼볼볼볼    수있다수있다수있다수있다.... 
거룩한 선지자의 신봉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우리는 Kakri 땅, 바불마디나(카라치)에서 다와트에 

이슬라미가 잡은 (아마도 가장 큰) 미라드에 참석했습니다. 

대화 도중, 이슬람 형제는 말했다, 다와트에 이슬라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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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드는 지금까지 영감을 불어 넣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이슬람 형제가 

말했다. 

'내 친구! 당신은 잘못했어요! 회중 (Ijtima)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언자َ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연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판의 추악한 계곡에서 방황하는 대신에, 

우리가 성스러운 선지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특권으로 

샤워를 받는다는 상상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وَجل ه َعزَّ  첫 번째 이슬람 형제의 .اِْن شَ ــآَءالـلـّٰ

근거없는 이의 제기로 참가자는 회중 대한 관심을 잃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이슬람 형제의 대답은 

매우 적절했다. 

어쨌든, 용기를 뽑아 내고, 나는 신성한 예언자의 헌신자들 

사이에 앉아서 나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모든 이슬람 형제들이 축복의 새벽을 맞이하려고 

서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황홀경의 상태에있었습니다. Marhaba (환영) 

전화는 모든 방향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살라트와 살람은 

선지자에게 낭송되고있었습니다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선지자의 헌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 렀습니다. 

사람들은회중의 모든 곳에서 울고있었습니다. ' 나는 또한 

황홀 상태였다. 죄가 많은 눈으로회중 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회중가 자비로 샤워를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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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감고 살라트와 살람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 진실로 말하면, 나는 

우리가 미라드를 축하 하고있는, 사랑하는 그분 보았습니다. 

나는 우마의 중보자 라흐마의 예언자를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보았습니다 َوَسلَّم

َوَجلَّ  ِ لّٰ ـه َعزَّ  .내 마음은 영적 평온으로 축복 받았습니다 !اَلْ ـَحمْ ـدُ لـ
정말로, 이슬람 형제는다와트에 이슬라미가 개최 한 
미라드 회중가 항상 감동적인 있다고 말했을 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복 
되신 예언자를َ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볼 수 있습니다. 

Koi aaya pa kay chala gaya, koi ‘umar bhar bhi na pa saka 
Yeh baray karam kay hayn fayslay, yeh baray naseeb ki baat 

hay 

번역 
누군가가 와서 즉시 얻을 수있는 반면, 누군가는 평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축복의 결정이고, 

이곳은 운명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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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    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 12 12 12 12 개개개개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진주진주진주진주     
1. 축복받은 예언자의َ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탄생을 기쁘게 

해주고  집, 마스지드 (모스크), 상점 및 차량을 
장식하십시오. 적어도 12 개의 전구로 집안을 

밝게하십시오. 12 일 밤에 나트와 Zikr 회중(Ijtima'-
e-Zikr-o-Na'at)을 준비하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새벽을 맞이하고 Salat 와 Salam 을 
부르는 손에 깃발을 들여 놓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라비운눌 12 일에 단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스러운 예언자가َ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월요일에 그의 
생일을 축하 할 것이기 때문에 단식을했섰습니다 

Sayyiduna Qatadah  َُرِضَى هللاُ تَعَاٰلی عَ ـْنه 는 거룩한 선지자가 

월요일에 금식 한 이유에 관해 묻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나는이 날에 태어 

났으며 계시록은 같은 날에 내 위에 내려왔다'고 

대답했다. 

(Sahih Muslim, pp. 591, Hadees 198) 

Sahih Bukhari 의 해설 위원은 Sayyiduna Imam Qastalani 

말했다". '성스러운 예언자의 밀라드를 축하 한 것으로 입증 

된 것 중 하나는 평화와 평온이 일년 내내 우세하며 모든 

소원이 더 빨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알라흐  ََّوَجل  이드와 َعزَّ

같은 미라드 달의 밤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라. ' (Al-Mawahib-ul-Ladunniyyah, vol. 1,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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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즘 tawaf 하는 인형을 신성한 카바 모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무슬림 시대 이전에 

무지의 시대에는 신성한 카바에 360 개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Makkah 정복 후 Ka'bah 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우상 (인형)이 포함 된 모델조차도 표시하면 

안됩니다. 대신 플라스틱 꽃을 넣을 수 있습니다. 

(Tawaf-e-Ka'bah 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정, 성녀 등에서 그러한 초상을 전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초상화가 지상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초상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습니다.) 

 

3. 공작새 등의 그림으로 된 장식 된 문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그림을 정죄 한 

다음 두 아하디쓰  읽으십시오. 

 

� 천사들는 (자비)그림이나 개가있는 집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Sahih Bukhari, vol. 2, pp. 409, Hadees 3322) 

 

� 누구든지 그림 (살아있는 존재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그림에 영혼을 넣지 않는 한 알라 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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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그 속에 

넣을수는 없슬것읍니다.  

4.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밀라드를 축하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Shari'ah 에 의해 그렇게하는 것이 죄이다. 이 관련해서 

다음은 사랑하는 예언자의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두 

아하디쓰입니다. 

�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말했다, '나는 

드럼과 피리를 부수기 위해 명령 받았다.' (Firdaus-ul-
Akhbar, vol. 1, pp. 483, Hadees 1612) 

� Sayyiduna Dahaak 는 َرْحَمةُ هللاِ تَعَاٰلی َعلَْيه 말했다 : 음악은 

심혼을 용인하고 알라흐를 ََّوَجل  .불쾌하게한다 َعزَّ

(Tafsirat-e-Ahmadiyyah, pp. 603) 

5. 나트 카세트를 재생할 수 있지만 아자느(Azan)과 

사라트(Salah)의 시대에주의하십시오. 또한, 나트의 

소리가 병든자 나 잠들어있거나 예배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여자의 목소리로 나트의 

카세트를 연주하지 마십시오.) 

6.  도로 또는 거리등을 걷는 사람들에게 또는 운전자에게 

어떤 종류의 걱정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꾸미거나 깃발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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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명을보기 위해 베일을 관찰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뻔뻔하고 하람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parda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뒤섞인 결과를 

지켜 보면서도 그렇게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력 부서에 연락하여 전기료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십시오. 

8. 밀라드 행렬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두 (Wudu) 에 

머물러보십시오. 자마트 (Jama'at)와 함께 

예배(Salah)를 하십시오.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의 신자들은 자마트(Jama'at)을 놓치지َوَسلَّم

않아야합니다. 

9. 마차와 낙타 카트를 가져 오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들의 소변이나 배설물로 행렬에서 신자들의 옷을 

불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막타바툴 마디나( Maktaba-tul-

Madinah)가 발표 한 순나(Sunnah)의 영감을주는 

연설의 소책자, 팜플렛 및 VCD / DVD 를 가능한 한 

많이 배포하십시오. 또한, 과일 / 먹기 등을 위해 던지기 

보다 사람들 손에 쥐하십시오, 과일이나 이것들을 땅에 

떨어 뜨리고 발 아래서 짓밟으면 이것들에 대한 

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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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동적인  구호를 부르는 것은 불쾌한 사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명한 밀라드 행렬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12. 적의 욕구 인 행렬에 소요를 초래할 수있는 돌 펠 

팅이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복하려고하지도 말고 

감정적이어서도 안됩니다. 

Ghunchay chatkhay phool mahkay her taraf aayi bahaar 
Ho gayi Subh-e-Baharan Eid-e-Milad-un-Nabi 

(Wasail-e-Bakhshish, pp. 465)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미라드를미라드를미라드를미라드를    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축하하는    것에것에것에것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아타르아타르아타르아타르    (Attar)(Attar)(Attar)(Attar)의의의의    편지편지편지편지    
(이 편지는 매년 사파 - 울 - 무자파르 (Safar-ul-Muzaffar)의 

마지막 회중 에서 상기시켜야 할 마다니의 요청입니다. 

이슬람 형제 자매들은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Sag-e-Madinah Muhammad Ilyas Attar Qadiri Razavi  ُُعـِفـَی َعـۡنـه 

는 미라드 축하의 매우 행복한 축제에 대한 성령 예언자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의 마음의 핵심에서 사람를 말합니다. 
 

َالُم َعَل  ِ  ةُ مَ َوَرحۡ  ۡيُكمۡ اَلسَّ ّٰJ  َهاتُ كَ َوَبر ◌ٗ  
ِ  دُ َحمۡ اَلۡ  ّٰeِ  ِۡلّ َحالٍ ُك  يَن َعلٰ يۡ ٰعَلمِ َرّبِ 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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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 bhi ker kay un ka charcha apnay dil chamkao 
Aoonchay mayn aooncha Nabi ka jhanda ghar ghar mayn 

lahrao 
번역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를 찬양하며 당신의 마음을 
밝게하십시오. 

최고가가 높은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깃발 모든 
가정에서 흔들어십시오. 

 
1. 라비운 누르 (Rabi'-un-Noor)의 첫날 밤, 모든 

마스지드에서이 발표를 세 번이나하십시오 : '모든 

이슬람 형제 자매 들께 축하드립니다! Rabi'-un-Noor 의 

달이 발견되었습니다. ' 

Rabi’-un-Noor ummidaun ki dunya sath lay aaya 
Du’aon ki qabuliyyat ko hathaun hath lay aaya 

번역 
희망의 계절이 라비운 누르에 왔습니다. 
모든기도는 곧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 남자들은 수염을 면도하거나 주먹 길이보다 짧게 

트리밍한다는 - 두 가지 모두 하람이다. 이슬람교 

자매가 Shar'i 가려움을 관찰하지 않는 것은 하람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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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운 누르 (Rabi'-un-Noor)의 길조로 인해 이슬람 

형제들은 주먹 길이 까지 수염을 영구적으로 기르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슬람 자매들은 샤리 파르다 (Shar'i Pardah)를 

관찰 할 의도하십시오. (남자가 수염을 면도하거나 주먹 

길이보다 짧게 자르고 여자가 Shar'i 의 가려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하람이다. 이 죄를 즉시 회개하고 그들을 

포기하는 것은 와지브입니다.) 

Jhuk gaya Ka’bah sabhi but munh kay bal aundhay giray 
Dab-dabah aamad ka tha, اَۡهًال  وَّ َسۡهًال  َمۡرَحبَا 

번역 
카바가 기울어졌고, 모든 우상들이 도착했을 때 두려움 

대문에 쓰러졌습니다. 
마르 하바! 마르 하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Wasail-e-Bakhshish, pp. 257) 
 

3. 수나 (Sunnah) 및 기타 선한 행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훌륭한 마다니 기술은 성스러운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의 모든 헌신자 (이슬람 형제 및 이슬람 자매)가 َوٰاِلهٖ  َوَسلَّم

매일 마디나의 생각 (Fikr-e-Madinah) 를 실행하고 

마다니 보상 (Madani In'amaat) 매월 소책자를 

제출해야합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وَجل ه َعزَّ  .اِْن شَ ــآَءالـلـّٰ

Badliyan rahmat ki cha`een boondiyan rahmat ki aa`een 
Ab muradayn dil ki pa`een aamad-e-Shah-e-Arab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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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축복의 구름이 덮였다, 축복의 이슬비가 왔다. 

소원은 이제 성취 될 것이며, 아람 왕의 도착입니다. 
마르 하바! 마르 하바 

(Qabalah-e-Bakhshish, pp. 184) 

4. 책임자를 포함한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모든 

헌신자들은 이 축복받은 달에 적어도 3 일 동안 마다니 

카피라 (Madani Qafilah) 와 함께 여행해야합니다. 

이슬람 자매들은 Faizan-e-Sunnat 에서 적어도 30 일 

동안 집에서 (여성들 와 마하림에게 만) Dars 를 

제공해야하며, 라비운누르 후에도 계속할 의도를 

하십시오. 

Lootnay rahmatayn Qafilay mayn chalo 
Seekhnay Sunnatayn Qafilay mayn chalo 
축복을 받기 위해 카필라 여행하새요 

수나 배우기 위해, 카피라(Qafilah)여행하새요 

(Wasail-e-Bakhshish, pp. 611) 

5. 전체 달에 대한 달의 관찰 이후에 성원, 집, 상점, 작업장 

등에 12 개의 깃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깃발을 

표시하십시오. 일부 깃발을 사서 버스, 마차, 트럭, 

트롤리, 택시, 인력거, 마차 등등에 전시하십시오. 

사이클, 스쿠터 및 자동차의 플래그를 감아 올리십시오. 
َوَجلَّ  ه َعزَّ  전체 도시가 녹색 깃발을 흔들며 .اِْن َشــآَءالـلـّٰ
웃음을 피 웁니다. 보통 큰 트럭 뒤에서는 
살아있는것들 과 불쾌한 처녀의 큰 그림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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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버스, 마차, 인력거, 택시 및 자동차 등의 뒷쪽에 

대담한 글씨로 'Dawat-e-Islami 를 사랑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인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인과 버스 / 

트럭 소유주를 만남과 설득하여 내 진심 어린 간청을 얻어 

이 점에 대해 노력하십시오. 

주의주의주의주의    
깃발에  Na'layn (성스러운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축복받은 신발 밑창 이미지)의 문자 또는 이미지 를 지니고 

있다면 깃발 찢어 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하십시오. 

또한 라비운누르 월이 끝나 자마자 즉시 깃발을 

제거하십시오. 경멸의 위험이 있다면 간단한 녹색 깃발을 

사용하십시오. 

(Sag-e-Madinah 는 자신의 집 Bayt-ul-Fana [죽어가는 

집]에서 간단한 녹색 깃발 만 표시합니다.) 

Nabi ka jhanda lay ker niklo dunya mayn cha jao 
Nabi ka jhanda aman ka jhanda ghar ghar mayn lah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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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선지자의 깃발 와 함께 나와서 세상을 인도하세요. 
선지자의 깃발은 평화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흔들어십시오.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6. 12 개의 조명 현 또는 적어도 12 개의 전구로 집을 

밝게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지역과 성원에 장식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람이다, 이므로 합법적으로 

전기 회사에 연락하고 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녹색 깃발, 

멧새 및 밝은 조명으로 전체 지역을 꾸미십시오. 

어쨌든 보행자 /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가정과 성원의 지붕과 주요 광장 등에 

큰 깃발 (길이 12 미터 또는 적합)을 표시하십시오. 

트래픽을 방해 할 수 있으므로 도로 중간에 깃발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통로를 좁히는 방식으로 거리 등을 장식하지 마십시오. 

Aik mashriq, aik maghrib, aik baam-e-Ka’bah per 
Nasb parcham ho gaya, اَۡهًال  وَّ َسۡهًال  َمۡرَحَب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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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번역번역번역    
깃발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카바 지붕에 달려있어 사랑하는 선지자의 도래를 
환영합니다.(Wasail-e-Bakhshish, pp. 453) 

 

7. 모든 이슬람 형제는 가능한 많은 수의 소책자 또는 다른 

팜플렛을 배포해야하며, 밀라드 행렬 참여자 적어도 12 

PKR 에 해당하는 팜플렛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슬람 

자매도 책자를 배포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년 내내 무료 배포를 위해 소책자를 상점 
등에 보관하여의를 향해 부름을 드리는 데 기여하십시오. 

또한 결혼 예식, 장례식 등의 행사에 보상(Sawab)을 
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러한 배포를 위해 노력하십 
시오. 또한 다른 무슬림들도 같은 것을하도록 설득하세요. 

Baant ker Madani rasaail Deen ko phaylaaiye 
Ker kay razi Haq ko haqdar-e-jina ban jaaiye 

번역 
마다니책자를 배포하여 수나 (Sunnah)를 전파하십시오. 

알라흐를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어십시오. 

8. 가능하다면 '축복의 여명'이라는 12 권의 소책자와 112 

권의 팜플렛 또는 적어도 12 권의 ‘거록한 예언자의 

탄생 축하 하는 12 마다니 진주 팜플렛은 막타바-툴-

마디나 (Maktaba-tul-Madinah)에서 구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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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선지자의 밀라드 (Milad of the Holy Prophet) 

특히 밀라드 모임을 주선하는 조직의 지도자에게 

선물하십시오. 라비운누르(Rabi'-un-Noor) 월 동안, 

수니파 학자에게 1200 PKR 또는 안되면 112 PKR 또는 

적어도 12 PKR 을 기부하십시오 (성인 만 그렇게해야 

함). 이 돈을 이맘, 무아진이나 모스크의 하인에게 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월이 좋은 서비스를 

계속할 의향을 내십시오. 

모든 선의의 보상이 금요일에 70 배 증가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وَجل ِ لّٰ ـه َعزَّ  - 막 타바 !اَلْ ـَحمْ ـدُ لـ

툴 – 마디나(Maktaba-tul-Madinah)가 발표 한 연설 

(Sunnah 의 영감을 주는 연설) 카세트는 여러 사람의 삶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조차 너희들 중 

일부는 연설 카세트를 듣는 덕분에 Dawat-e-Islami 에 

합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세트와 VCD / DVD 를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훌륭한 봉사이며 

엄청난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매주 

또는 적어도 매달마다 수나 (Sunnah)의 영감을주는 연설 12 

카세트 또는 VCD / DVD 를 판매하십시오. 부유한 이슬람 

식구들이 있으면 무료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미라드의 축제 덕분에 가능한 많은 연설 카세트와 VCD / 

DVD 를 배포하고 수나(Sunnah)의 전파에 참여하십시오. 

결혼식의 경우 웨딩 카드와 함께 소책자 또는 연설 카세트 / 

VCD / DVD 를 선물하십시오. 이드 카드의 전통을 버리고 

소책자 등 배포의 전통을 그 자리에 뿌려서 돈을 쓰면 수나 

(sunnah) 의 번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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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카드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게 벌어 들인 돈 

이드 카드 대신에 종교 진흥에 쓸것을까요? 또한,이 

카드들에 반짝이는 가루는 또한 심각한 귀찮음을 

야기합니다. 

Un kay dar pay palnay wala apna aap jawab 
Koi Ghareeb Nawaz to koi Daata lagta hay 

 

번역                                                                                                                             

선지자에 의해 축복받은 사람들은 
비할 데없습니다. 

누군가 Ghareeb Nawaz와 누군가 Daata가됩니다. 

9. 대도시의 모든 지역 책임자는 라비운 누르(책임있는 

이슬람 자매가 집에서 사원을 개최해야 함)의 처음 12 

일 동안 여러 모스크에서 영광 스럽은 수나(Sunnah) 

영감을주는 교회를 개최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라비운 누르에서 녹색 깃발을 들고 회중에 

참석해야합니다. 

Lab par Na’at-e-Rasool-e-Akram hathaun mayn parcham 
Diwanah Sarkar ka kitna piyara lagta hay 

번역 
선지자의 열렬한 신봉자가 나트를 암송 하고 깃발을 들고 

있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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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라비운 누르의 11 일 저녁 또는 12 일 저녁에 

목욕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이 Eid of Eids 를 엄숙하게 

만들기 위해 흰색 옷, 터번, 두건, 모자, 목도리, 밋와크 

(Miswak), 손수건, 슬리퍼, 묵주, 향수 , 손목 시계, 펜 및 

패드 등 새로운 것을 모두 사주세요.  

(이슬람 자매들도 필요에 따라 세로운 것을 사야한다.) 

Aayi nayi hukumat sikkah naya chalay ga 
‘Aalam nay rang badla subh-e-shab-e-wiladat 

번역 
새로운 정권이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통화가 시작됩니다. 
축복의 새벽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색은 변경되었습니다. 

(Zauq-e-Na’at, pp. 67) 

11. 연설과 나트의 집회에서 12 번째 밤을 보내고 새벽이 

터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의 여명'을 맞아 

플래그를 올리고 살라트와 살람을 낭송 해주십시오. 살 

라트 - 울 - 파즈 (Salat-ul-Fajr) 이후, 살람 (Salam) 이라고 

말하면서,이 이드의 행사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축하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계속 그렇게 

축하해주십시오. 

Eid-e-Milad-un-Nabi to Eid ki bhi Eid hay 
Bil-yaqeen hay Eid-e-Eidaan Eid-e-Milad-un-Nabi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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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여지없이, 이드미라둔나비(Eid-e-Milad-un-Nabi)는 

모든 이들의 이드입니다. (Wasail-e-Bakhshish, pp. 465) 

12. 우리의 성스러운 선지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는 

월요일에 금식함으로써 그의 탄생을 축하를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12 번째 라비운 누르 (Rabi'-un-

Noor)에 금식하고 녹색 깃발을 들고 다니는 마다니 

행렬에 참여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두(Wudu)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합니다. 나트, 

사라트및 사람을 암송하고 웅장하게 당신의 시선을 

낮추십시오. 값싼 행동을 취함으로써 비평가에게 

기회를주지 마십시오. 

Rabi’-ul-Awwal Ahl-e-Sunnat tujh per kyun na haun qurban 
Kay tayri Barhween tareekh woh Jan-e-Qamar aaya 

번역 
라 비운 누르 왜 Ahl-e-Sunnat 은 당신의 신성함을 위해 
목숨을 희생해서는 안됩니까? 12 일째 사랑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Qabalah-e-Bakhshish, pp. 37) 

ُ َصلَّى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تَعَاٰلى َعٰلى ُمَحمَّ

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밀라드를    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    의도의도의도의도    
Sahih Bukhari 에서 인용 된 첫 번째 하디스(Hadees)는 

다음과 같습니다:  ِاِنَّ مَ ا اۡالَ عۡ َماُل ِبالِنّ يَّ ات '행동은 의도에 따라 

가치가있다'는 의미입니다. (Sahih Bukhari, vol. 1, p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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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해라! 어떤 의로운 행위를 수행 할 때마다, 당신은 

알라흐  ََّوَجل  로부터 그것을 위한 보상을 얻을 의도가 َعزَّ

있어야합니다.  ََّوَج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얻지 못할 ,َعزَّ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라드를 축하하는 동안 보상을 

얻으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보상을 얻으려는 의도가있을 때, 그 행위는 샤리야 와 

일치해야하며 성실함으로 수행되어야합니다. 

누군가가 밀라드를 과시하고,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고, 샤리야 면제없이 

다른 무슬림을 해치고,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트 등을 

라우드 스피커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픈 사람들, 젖먹이 

아기 또는 잠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상을 얻으려는 의도는 무효가됩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더 의로운 

의도를하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 

개의 의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들 전부는 아닙니다. 

학자들은 의도를 통해 보상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의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태에 따라 이러한 

의도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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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ilad18 Milad18 Milad18 Milad 를를를를    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축하하려는    의도의도의도의도 
1. 나는 알라흐 ََّوَجل  의 가장 큰 축복을 알리며 꾸란َعزَّ

계명에 따라 행동합니다 : 
 

ا   وَ   ﴾١١﴿٪    ۡث  َفَحدِّ      َربِّکَ   ِبنِۡعَمۃِ   اَمَّ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주님의주님의주님의주님의 현상금을현상금을현상금을현상금을 잘잘잘잘 홍보해라홍보해라홍보해라홍보해라. 

[Kanz-ul-Iman (Translation of Quran)] (Surah Ad-Duha, verse 11) 

 

2. 나는 알라흐  ََّوَجل  의 기쁨을 얻기 위해 밀라드의 َعزَّ
조명를 만들 것입니다. 

3. 나는 사랑하는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가 태어난 

날에 3 개의 깃발을 놓은 Sayyiduna Jibra`eel َعـلَْيـِه الـسَّـالَم 

의 행위를 모방하고 깃발을 흔들어 보낼 것입니다. 

4. 예언자 َ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성원의 그랜드 돔이 

녹색이기 때문에 나는 녹색 깃발을 흔들어 보낼 

것입니다. 

5. 나는 미라드를 축하함으로써 비 무슬림들에게 예언자  
 .의 저명을 보여 주겠다َ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일루미네이션과 녹색 깃발을 보았을 때, 비 

무슬림들은 확실히 영감을받을 것이고 무슬림들은 

그들의 선지자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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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밀라드를 열정적으로 축하함으로써  샤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7. 외적 장식 외에도 나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꾸밀 것입니다. 

8. 나는 12 번째 밤에 밀라드에 참석할 것이고, 그리고 

9. 나는 라비운누르의 12 일에 행진에 참가하고 알라흐와 

그의 사랑한 예언자َصلَّى هللاُ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의 Zikr 를 

시작할 것이다. 

10. 나는 이슬람 학자들을 볼 것이다. 

11. 경건한 사람들, 

12. 나는 선지자의 헌신자들로부터 축복을 얻을 것이다. 

13. 나는 행렬에서 터번을 입을 것이다. 

14.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두 (Wudu) 의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15. 나는 행렬 중 Masjid 에서 Jama'at 와 함께 나의 Salah 를 

수행 할 것이다. 

16. 내 역량에 따라, 나는 밀라드와 행렬 중에 막따바 - 뚤 – 

마디나(Maktaba-tul-Madinah)에 의해 출판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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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Sunnah) 고무시키는 연설의 책자, 팸플릿 및 

카세트 또는 VCD / DVD 를 배포 할 것이다. 

17.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12 명의 형제들에게 마다니 

카필라(Madani Qafilah)와 함께 여행하도록 설득 할 

것입니다. 

18. 나는 가능한 혀와 눈의 쿠플에 - 마디나 (Qufl-e-

Madinah)를 관찰하는 행렬에서 살라트 (Salat), 살람 

(Salam), 나트 (Na'at)를 낭송 할 것입니다. 

오 알라흐  ََّوَجل  َصلَّى هللاُ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예언자 !َعزَّ

 의 탄생을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향로 장려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할 수있게하십시오, 또는 당신의 사랑하는 예언자  َُصلَّى هللا

 의 축복한 탄생일의 축하하는 덕분에 تَعَاٰلى َعلَْيِه َوٰاِلهٖ  َوَسلَّم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있게하십시오. 

Bakhsh day ham ko Ilahi! Bahr-e-Milad-un-Nabi 
Naamah-e-a’maal ‘isyan say mayra bharpoor hay 

 

번역 
 

전능하신 분, 미라드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나의 행위의 책에 죄가 가득하지만 

 (Wasail-e-Bakhshish, p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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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نَِّب ن بَِجاِه يۡ مِ اٰ  ُ  نيۡ مِ اۡالَ  ّي ّٰJ هَوٰالِ  ۡيهِ تَعَاٰلى َعَل  َصلَّى َوَسلَّم  

  

ُ             بيۡ َحِب َصلُّۡوا َعلَى الۡ  ّٰJ د َصلَّى  تَعَاٰلى َعٰلى ُمَحمَّ

Muhammad Ilyas Attar Qadri 

무하마드무하마드무하마드무하마드 일야아일야아일야아일야아스스스스 앝앝앝앝타르타르타르타르 카드카드카드카드리리리리 

17 Safar-ul-Muzaffar, 1427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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