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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번역번역번역    
오 알라흐  ������� �����! 우리를 위해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고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가장 존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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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노트노트노트: 간구전후에 한 번 (Salat –alan Nabi) 평화를 �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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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고인의고인의고인의    장례식의장례식의장례식의장례식의    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    

방법방법방법방법    ((((하나피하나피하나피하나피))))    

두루드의두루드의두루드의두루드의    보상보상보상보상    아미레 아흘레 순나 (다와트에 이슬라미 창시자)의 책 아따르의 연설들(Bayanate Attaria)의 첫번째 장에서 
62 쪽에서 두루드의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길 알 카우룰 바디으에 (Al-Qaul-ul-Badi)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사으드의 아들 사흘  � ���  � ���� ��  ����  께서 전달하시기를 어느날 예언자 무함마드  ٖ�� �� ���  ��� �� ��   �!�  ��" �# $��� �%��  께서 밖으로 나오시더니 아부 딸하   � ���  � ���� ��  ���� 가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렸다. 무함마드 

 ٖ�� �� � ��  ��� �� ��   �!�  ��" �# $��� �%��  님 제 부모가 당신에게 희생하시길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혹시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무함마드님이 말씀하시길 아까 지브라엘이 나에게 왔었고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  ٖ�� �� ���  ��� �� ��   �!�  ��" �# $�� � �%��  님 당신께 한번 두루드를 하는 사람에게 알라흐는 그 사람의 나마에 아으말 (인생 기록서)에 10 개의 보상을 쓰고 
10 개의 죄악을 지우며 10개의 단계를 높여줍니다.” 

 (Al-Qaul-ul-Badi’,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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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목욕과장례목욕과장례목욕과장례목욕과    장례식의장례식의장례식의장례식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장례목욕의 정의는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장례식의 뜻은 장례복을 입혀주는 것이며 죽은 후에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카판 (장례복)이라고 한다. 장례식은 죽은 후에 무덤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장례식 카판 장례 예배 무덤을 파는 것 등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종교의종교의종교의종교의    명령명령명령명령        무슬림의 장례식과 장례목욕은 Faraz Kifaya(의무) 이다. 
Farze kifaya(Farze kifaya(Farze kifaya(Farze kifaya(의무의무의무의무))))의의의의    정의정의정의정의    
Farze kifaya 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몇명이 이 의무를 다하면 모두의 의무가 치뤄진 것이고 그리고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단한명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벌을 받을 것이다. 

(Waqar-ul-Fatawa, vol. 2, p. 57; summarised)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식과 장례목욕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 일이며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슬람의 장례 의식입니다. 
장례식과장례식과장례식과장례식과    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장례목욕의    우수성우수성우수성우수성    알리  � ���  � ���� ��  ����  께서 전달하시기를 무함마드 $��� �%��  �ٖ� �� � ��  ��� �� ��   �!�  ��" �#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장례목욕 시키고, 장례복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장례들 들고, 장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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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 안 좋은 징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는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태어난 날처럼 깨끗해진다.  
(Ibn Majah, vol. 2, p. 201, Hadith 1462) 

 �%  �&� ' �  �(�	� ��  ������� �����  얼마나 좋은 보상인가. 장례를 치뤄주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슬림 형제의 죽음을 알게 되면 되도록이면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장례장례장례장례    치뤄주는치뤄주는치뤄주는치뤄주는    것에것에것에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축복축복축복축복: : : :     자비르  � ���  � ���� ��  ����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자  

 ��" �#  ٖ�� �� � ��  ��� �� ��   �!� $�� � �%��  님이 말씀하시길“만약 누군가가 죽은 이의 장례를 치뤄주면 그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처럼 깨끗해진다. 
(Al-Mu’jam-ul-Awsat lit-Tabarani, vol. 6, p. 429, Hadith 9292) 

죽은죽은죽은죽은    이의이의이의이의    장례를장례를장례를장례를    치우는치우는치우는치우는    의도의도의도의도::::    

� 알라흐  ������� ����� 의 기쁨을 얻기 위하고 축복과 보상만을 받으려 장례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두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루는 방법과 의무, 순나들을 설명해줄 것입니다. 
� 죽은 이의 몸을 가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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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움직일 때 최대한 부드러운 손길로 움직여줄 것입니다. 
� 물낭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죽은 이의 무력함에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 문제가 생기면 DARUL IFTA EHLE SUNNAH 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 만약 사망자의 얼굴이 검게 변하거나 안 좋은 점 들이 나타난다면 숨길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한테 또한 숨기라고 명백하게 말할 것입니다. 
� 좋은 점이 나타나면 (좋은 향기가 난다거나 얼굴에 미소가 띄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 한테도 말해줄 것입니다.   

죽은이의죽은이의죽은이의죽은이의    목욕하는목욕하는목욕하는목욕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먼저향을 피워 3번 아니면 5번 또는 7 번 장례목욕실에 구석구석까지 향이 퍼지게 방안을 멤돈다. 기리고 사망자를 무덤에 눕듯이 판에 눕는다. 배꼽에서 무릎까지 옷으로 덮어주고(요즘 흰옷을 입히고 목욕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망자의 몸이 비춰 중요한 부위까지 보이게 될 우려가 있어 두껍고 짙은 또는 어두운 색의 옷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사망자의 몸이 보이지 않게 조심하며 옷을 조금씩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샤워 시키는 사람) 손에 옷감을 두르고(장갑을 끼거나)밑에 앞뒤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예배 하기 전의 
www.dawateisla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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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처럼 우두 해줍니다. 먼저 얼굴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3 번 씻어주고 머리 물 적심 손으로 물 묻혀 주고 발을 씻겨줍니다. 시체를 우두 시킬 때 손목까지 적셔주거나 코에 물을 넣거나 가글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고 솜을 적셔 치아나 입술 잇몸을 딱아주세요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다면 씻기고, 씻길 때 비누나 샴푸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왼쪽으로 눕히고 베리 잎 
(대추 잎)에 절인 따뜻한 물을 시체의 몸에 흘려줍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적시면 오른쪽으로 눕혀 같은 방법으로 몸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의지하게 앉혀서 중요부위를 닦아줍니다. 무언가 묻어나오면 씻겨줍니다. 이제 다시 우두를 하거나 샤워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엔 카푸르 (kafur)을 절인 물로 다시 한번 몸을 적셔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습니다. 한번 물을 흘려주고 시체의 몸을 적시는 것은 의무이며 세번 하는 것은 순나입니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물낭비의 원인으로 심판의 날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Derived from, Madani Wasiyyat Naamah, p. 12) 

여자여자여자여자    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    방법방법방법방법 장례목욕과 장례를 치루기 위한 준비물: 
1. 목욕시킬 판 
2. 장례식에 피우는 향 
3.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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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꺼운 옷감, 두개 
5. 솜 
6. 큰 손수건 같은 두 옷(성기 같은 곳 닦을 용도) 
7. 두개의 큰 대야 
8. 두개의 머그컵 
9. 비누 
10. 베리의 잎 (대추의 잎) 
11. 2 벌의 수건 
12. 장례복의 바느질이 안돼있는 큰 옷감 
13. 가위 
14. 실과 바늘 
15. kafur 

16. 향기 향을 피워 3 번 아니면 5 번 또는 7 번 장례 목욕실에 구석구석까지 향이 퍼지게 방안을 멤돈다. 그 다음에는 시체를 무덤에 눕힐 때 처럼 눕힌다. 가슴부터 무릎까지 옷을 덮어주고 요즘 하얀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망자의 몸이 비춰 중요한 부위까지 보이게 될 우려가 있어 두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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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또는 어두운 색의 옷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뒤에 옷을 조금씩 잘라서 벗겨준다 그리고 시체가 입고 있는 악세사리도 부드럽게 벗겨준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샤워 시키는 사람) 손에 옷감을 두르고(장갑을 끼거나)밑에 앞뒤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에배 하기전의 우두처럼 우두해 줍니다 먼저 얼굴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3 번씻어주고 물 적신 손을 머리에 묻히는 마스아를 하고 발을 씻겨줍니다 시체를 우두시킬때 손목까지 적셔주거나 코에 물넣거나 가글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고 솜을 적셔 치아나 입술 잇몸을 딱아주세요. 머리카락이 있다면 씻기고 씻길때 비누나 샴푸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왼쪽으로 늡히고 베리입에 절인 따뜻한 물을 시체의 몸에 흘려줍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적시면 오른쪽으로 눕혀 같은 방법으로 몸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의지하게 앉혀서 중요부위를 닦아줍니다 무언가가 묻어나오면 씻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두를 하거나 샤워를 시킬 필요없습니다 그다음엔 
kafur 을 절인 물로 다시한번 몸을 적셔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습니다 한번 물을 흘려주고 시체의 몸을 적시는것은 의무이며 세번 하는건 순나 입니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물낭비의 원인으로 심판의 날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Madani Wasiyyat Naamah, p. 12에서 파생됨.)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팁팁팁팁    (Madani Pearls)(Madani Pearls)(Madani Pearls)(Madani Pearls)    

� 시체의 장례는 되도록 빨리 치뤄야 한다 하디스에서 
www.dawateisla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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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많이 강요했다무프띠 아흐마드 야르 칸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체는되도록이면 빨리 묻어 줘야한다.  아무 필요 없이 매장을 연기하는 것은 엄격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풀거나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Mirat-ul-Manajih, vol. 2, p. 447) 

� 한번 온몸에 물을 흘려주는 것은 의무이며 세번 흘려주는 것은 순나이다. 장례목욕을 치루는 곳에 커튼 같은 것을 치는게 더 좋다. 시체의 알몸을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말이다. 장례목욕을 치룰 때 무덤에 눕힐 때 처럼 눕혀도 되고 다른 방법이 쉬우면 그렇게 해도 된다. (Fatawa Hindiyyah, vol. 1, p. 158) 
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    치루는치루는치루는치루는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진주진주진주진주        

� 목욕시키는 사람이 깨끗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목욕이 의무가 된 그런 사람이 목욕을 시키는 경우 
(장례) 목욕을 허용되며 안 하는게 좋습니다. 

(Fatawa Hindiyyah, vol. 1, p. 159) 

� 우두가 안돼 있는 사람이 목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Fatawa Hindiyyah, vol. 1, p. 159) 

� 제일 좋은 경우는 목욕시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제일 가까운 동성 친척인 경우이다. 
(Fatawa Hindiyyah, vol. 1,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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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친척이 안 계시거나 할 줄 모른다면 비밀을 잘 지키고 손길이 부드러운 사람이 목욕을 시킨다. 목욕시키는 사람은 향수를 바르는 것이 순나이다. 왜냐하면 고인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인의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알몸은 꼭 필요할 때만 보고 다른 경우에는 최대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인이 생전 숨기던 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Jauharah-tun-Nayyarah, p. 131) 

� 남자는 남자에게 목욕을 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목욕을 해야 합니다. 고인이 작은 소년이라면 여자는 그에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작은 소녀라면 남자도 그녀에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고인이 사촌기가 오지 않은 것은 의미한다.  
(Fatawa Hindiyyah, vol. 1, p. 160) 

� 장례 목욕 이후에 목욕을 치룬 사람이 본인도 목욕 하는 것이 무스따합 (하면 좋은 것)이다. 
(Dar-ul-Ifta Ahl-e-Sunnat) 

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    입히는입히는입히는입히는    것에것에것에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축복축복축복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에게 장례복을 입혀주는 것은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디스에서 장례복을 입혀주는 사람을 위한 천국의 옷감과 비단 옷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다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천국의천국의천국의천국의    옷옷옷옷    우마마님이 전달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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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께서 말씀하셨다.“고인에게 장례복을 입혀준사람에게는 알라흐가 순다스(천국에서 제일 값진 옷감으로 된 옷)를 입힐 것이다. 
(Al-Mu’jam-ul-Kabeer, vol. 8, p. 281, Hadith 8078) 

어린아이한테는어린아이한테는어린아이한테는어린아이한테는    어떤어떤어떤어떤    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    입혀야입혀야입혀야입혀야    할까요할까요할까요할까요????    사춘기가 온 아이는 성인 기준에 들어섰으며 성인 장례복을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만큼의 옷감을 사용해야 하며, 사춘기가 오지 않은 어린 아이한테는 남자아이의 경우 옷감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여자아이의 경우 두 옷감을 (Lifafa & Izhar) 사용해야 합니다. 남자아이한테도 옷감 두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루 동안 살았더라도 둘다 전체 장례복을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Rad-ul-Muhtar, vol. 3, p. 117) 

장례복의장례복의장례복의장례복의    설명설명설명설명    

1. Lifafa : (예예예예: 큰큰큰큰 랩랩랩랩 천천천천) 차도르 라고 불리기도 하며, 양쪽에서 묶을 수 있도록 사망자의 키보다 커야 하는 시트/천.    
2. Izar : (예예예예: 하복하복하복하복)  lifafa 보다 조금 작지만 시체의 키에 맞는 천. 
3. Qamis (kafni): (예예예예: 위복위복위복위복) 목부터 무릎 밑까지, 앞뒤 단면 다 똑같은 길이여야 하며, 소매 없는 남자의 

kafni 는 어깨부터를 향하고 여자는 가슴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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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enaband: (예예예예: 가슴가슴가슴가슴 카바카바카바카바) 가슴 위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허벅지까지 오면 더 좋습니다.  
5. Orhni: (예예예예: 얼굴얼굴얼굴얼굴 카바카바카바카바) 길이는 1.5 야드여야 합니다.  
(Madani Wasiyyat Naamah, p. 11; Bahar-e-Shari’at, part 4,  vol. 1, p. 818) 대부분 준비된 장례복을 시장에서 사기도 하는데 이건 시체의 키와 몸의 넓이랑 안 맞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재고 옷감을 잘라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Madani Wasiyyat Naamah, p. 11) 
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    입히는입히는입히는입히는    의도의도의도의도::::    

� 알라흐  ������� ����� 한테서 용서와 축복을 얻기 위해 장례를 치루고 장례복을 입혀줄 것입니다. 
� 대리의무를 다하기 위해 할 것입니다. 
�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장례복을 입히는 방법과 입히는 순서와 순나를 가르쳐줄 것 입니다. 
� 장례목욕을 끝내고 장례복을 입히는 장소로 데려가기까지 최대한 부드러운 손길로 시체의 몸이 드러나지 않게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 시체의 이마에 엄지손가락으로 م�  لر�حٰمن�  لر�ح�ي#  �م �س$ 를 쓰겠습니다. 
� 그리고 가슴에‘ ول�  # س� �د( ر �م ح� �ال�  #� م� �لٰ-�     ٓ  .를 쓰겠습니다  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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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의 몸에 좋은 향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마디나의 모래나 abe Zamzam (잠잠 샘물) 이 있다면 시체의 얼굴에 부드럽게 두르거나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처럼 더 성스러운 물건들이 있다면(예를 들어 메카의 옷감 등)이 있다면 시체의 가슴위에 간직할 것입니다.  
남자의남자의남자의남자의    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    입히는입히는입히는입히는    방법방법방법방법::::    장례복 주위에 향을 피워 향을 장례복 위를 빙빙 돌려서 향이 베게 한다. Lifafa (포장지를 뜻하므로 제일 큰 옷감) 를 먼저 깔고 그 위 tehband 그리고 그 위에 kafni를 깝니다. 이제 시체를 그 위에 눕히고 kafni 를 입힙니다. 그리고 수염에 향수를 바르고 (없으면 턱에) 온몸에 향수를 바릅니다. 수주드(sujud)할 때 바닥에 닿는 부위 (이마, 코, 손바닥, 무릎, 발 앞바닥)에 까푸르(kafur)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tehband(제일 먼저 깔았던 옷감)을 먼저 왼쪽을 시체위에 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시체위에 두른다(왼쪽을 먼저 두르는 이유는 오른쪽이 의를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제 tehband 도 먼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순서로 두르고 머리와 발쪽 끈을 묶는다.  

(Madani Wasiyyat Naamah, p. 13) 

여성에게여성에게여성에게여성에게    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장례복을    입히는입히는입히는입히는    방법방법방법방법::::    장례복 주위에 향을 피워 향을 장례복 위를 빙빙 돌려서 
www.dawateisla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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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베게 한다 먼저 lifafa(제일 위의 옷감 즉 포장지를 뜻한다)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tehband 그리고 그위에 
kafni 를 깝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그 위에 눕히고 kafni 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두개로 나누어 kafni 위에 시체의 가슴을 덮습니다 이제 orhni 의 반을 허리 밑에 깔아서 나머지 반으로는 가슴까지 덮어줍니다. orhni 의 길이는 등의 반정도부터 가슴 앞 까지고 x넓이는 최소한 양쪽 귀를 덮을 만큼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orhni 를 히잡처럼 입히는데 그건 순나가 아니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몸에 향수를 바르고 수주드(sujud)할때 바닥에 닿는 부위(이마, 코, 손바닥, 무릎, 발 앞바닥)에 까푸르(kafur )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tehband(제일 먼저 깔았던 옷감)을 먼저 왼쪽을 시체위에 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시체 위에 두른다(왼쪽을 먼저 두르는 이유는 오른쪽이 의를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제 tehband 도 먼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순서로 두르고 머리와 발쪽 끈을 묶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ena band 를 중요부위 위에 부분 
(치골)부터 허벅지까지 끈으로 묶는다.  

(Madani Wasiyyat Naamah, p. 13) 

장례복은장례복은장례복은장례복은    어때야어때야어때야어때야    하나요하나요하나요하나요????    

� 장례복은 옷감이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금요 예배에 갈 때 입는 옷의 옷감,여자의 경우는 친정갈 때 입는 옷의 옷감만큼의 가치가 있어야합니다. 하디스에 있기에 남자한테는 좋은 옷감의 장례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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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혀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세에서)서로 만나며 좋은 옷감의 장례복을 보면 좋아하기 때문이다. 
(Rad-ul-Muhtar, vol. 3, p. 112) 

� 하얀 색 장례복이 제일 최고다. 무함마드 $��� �%��  �ٖ� �� � ��  ��� �� ��   �!�  ��" �# 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죽은 사람을 하얀 옷으로 장례를 치뤄주라고 하셨습니다  
(Tirmizi, vol. 2, p. 301, Hadith 996) 

� 오랜 된 옷으로도 장례를 치룰 수 있습니다만, 오랜 된 옷을 한번 빨아서 깨끗한 상태일때 장례복으로 사용하라 왜냐하면 장례복은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Jauharah-tun-Nayyarah, p. 135) 

� 장례복을 abe Zamazam으로 적시거나 abe madina로 적시는 것이 더 좋다. 
(Madani Wasiyyat Naamah, p. 4) 

여려가지여려가지여려가지여려가지    마다니마다니마다니마다니    진주진주진주진주    ((((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    팁팁팁팁):):):):    

� 시체의 두 손을 옆구리에 놓는다(가슴 위나 배 위에 올려놓지 않고 가지런히 옆에 놓는다)가슴 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비 무슬림들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 어떤 곳에서는 시체의 두 손을 배꼽위에 즉 예배 할 때의 모습처럼 두 손을 모아 놓는데 이것 또한 옳지 않으니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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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가 만약에 생전에 장례복을 위해 마련해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장례복을 사서 입힌다 
아따르의아따르의아따르의아따르의    두아두아두아두아    ((((기도기도기도기도))))    오 알라흐 부서 까판 다판 (장례과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내 이슬람 형제와 자매들이 한달에 최소 12 번 장례목욕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무함마드님의 샤파앗 
(알라흐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계속 선행을 하고 순나를 따르며 인생을 살고 예언자 무함마드님을 사랑하는 마음 만을 가지고 살고 매번 성지순례를 하고 마디나를 보고 나쁜 죽음을 피하게 하고 잔낫울 피르더스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님의 이웃에서 잠들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민 

 
ٓ
   ِبَاهِ ال�ِبِّ ۡي مِ ا

َ ۡ
ُ  ۡي مِ ا!   َصل� ا�1

َ
ِلِ  ۡيهِ َعل

ٰ
م َوا

�
َوَسل  

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질문과질문과질문과질문과    답변답변답변답변:::: 
(From Dar-ul-Ifta Ahl-e-Sunnat)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시체의 몸에 사고로 인해 상처가 생겼으면 꿰맬 수 있을까요? 답답답답: 죽은 이후에 꿰매는 것은 의미 없고 더군다나 시체한테 아픔을 주는 것이라서 안 하는게 좋습니다, 솜을 틀어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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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병원에서 온 시체가 몸에 붕대가 감겨있다면 장례목욕을 위해 붕대를 풀어야 할까요? 답답답답: 만약 붕대가 상처부위에 붙어 있을 경우 때면 시체도 아플 거라 풀지 말고 만약에 따뜻한 물을 흘려서 살살 뗄 때 풀어지면 풀어도 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부검을 하고나서 시체의 가슴부터 배까지 플라스틱 시트가 꿰매어졌는데 그걸 떼야 할까요? 답답답답: 이건 떼면 시체가 아플 확률이 더 높으니 떼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시체가 과다출혈을 할 경우 붕대를 감거나 랩을 감아도 될까요? 답답답답: 랩을 감는 것보다 붕대를 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시체의 중요부위를 씻을 때 라텍스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써도 될까요? 답답답답: 네 괜찮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에 장례목욕 이후에도 시체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부터 턱까지 끈 같은걸로 묶어도 괜찮을까요? 답답답답: 네. 장례목욕 이후에 시체의 눈에 surma 바르는 것은 순나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여자가 생리중이거나 임신중이더라도 시체를 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장례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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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으로 꿰매어도 괜찮습니다.신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의 장례식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좋지 않는 사람의 어떤 일도 돕지 말아야 합니다. 생리중이거나 임신중인 사람이 죽으면 한번만 목욕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시체의 손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지우고 리무버를 써도 괜찮습니다 . 장례 목욕할 때 썼던 옷감은 깨끗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체한테 화장품을 바르거나 헤나를 바르는 것은 하람 (금기) 입니다. 만약에 시체의 머리에 머릿니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장례목욕만 합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들 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건 그냥 미신에 불과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일 뿐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무덤에 내려 놓을 수도 있고 시체를 관에 넣어 들 수도 있지만 장례 목욕할 때나 시체가 알몸일 때는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화상으로 죽거나 익사 한 경우에 고인의 피부가 심하게 훼손 되어 만지기만 하면 피부가 뜯어지는 경우에는 장례목욕을 치뤄야 하나요? 답답답답: 네 그럼에도 장례목욕은 치뤄야 하지만 손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을 흘려주듯이 씻겨줍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당뇨병 환자의 상처에 벌레들이 있다면 치워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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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답답: 시체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치워 주는 것이 좋죠 질문질문질문질문: 장례식이 늦어진다면 장례목욕은 언제 치뤄야 하나요? 죽은 바로 후에 치루는 건가요? 아니면 장례식 이전에 치뤄야 하나요? 답답답답: 고인이 죽은 후에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무덤의 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는 것은  어떤가요?  
 답답답답: 써도 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고인을 무덤에 묻고 있을 때 마그립의 아잔이 울려퍼지면 묻어도 될까요? 아니면 멈춰서 예배 먼저하고 와야 하나요?  답답답답: 묻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예배하러 가세요 질문질문질문질문: 시체의 발에 때가 껴 있다면 떼줘야 할까요? 답답답답: 굳이 떼주지는 않아도 되고 물만 흘러도 장례목욕의 의무는 치뤄지지만 떼고 싶으면 비누 같은 것을 써도 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이슬람 사원에서 장례식에 관한 공지를 하는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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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답답: 괜찮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저희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힐라 
(heela) 를 위해서 이맘님과 사람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쿠란과 돈 몇 푼을 서로에게 주고,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힐라 heela를 치루는 것릉 어떤가요? 답답답답: 먼저 힐라 heela의 올바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힐라의 제대로 된 방법은 고인이 생전 놓친 예배와 금식을 세고 만약 고인이 죽기 전 자신의 재산에서 힐라를 해달라고 했다면 고인의 재산의 3 분의 1 로 힐라를 하고 부족하면 유족들이 조금 보태 주거나 고인이 그런 말을 한적 없거나 유족들이 그만한 돈이 없다면 ‘주고받기’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주고받기’ 반드시 샤르의 파키르(생계유지가 안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들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샤르의 파키르가 아닌 경우에 그 사람한테 오고 간 돈은 힐라 heela의 피디야 fidiya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샤르의 파키르는 돈을 받고 소유하고 나서 고인의 예배 또는 금식의 피디야 fidiya 를 한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건넵니다. 이런 식으로 고인의 놓친 예배와 금식의 숫자만큼 계속 돈을 주고받습니다. 돈과 함께 쿠란도 주고받는다면 그 쿠란의 가격만큼은 피디야 fidiya 가 됩니다만 쿠란만 돌리고 피디야가 된줄 안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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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질문질문질문: 폭탄이 터지거나 폭발로 인해 시체가 조각조각 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장례를 어떡해 치뤄야 할까요? 답답답답: 시체의 몸의 반 정도의 부위들이 발견되면 모아서 장례목욕 시키고 장례식도 치루고 묻어줍니다 하지만 반이 안되면 장례목욕도 장례식도 안 치루고 그냥 옷을 둘러서 묻어줍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시체를 완전히 알몸으로 해도 되나요? 답답답답: 안됩니다 무슬림을 존경하는건 살아있건 죽었건 다 똑같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고인의 유가족이나 친척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들이 올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답답답답: 하디스에서 너희들 중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잡고 있지 말고 빨리 보내줘라 그게 너희한테도 죽은 사람한테도 좋을 것이다 친적들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절대 안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무덤을 안쪽에서 튼튼하게 만들어도 될까요? 답답답답: 무덤을 위에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안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흙이랑 인간의 몸이랑 이어져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해도 되긴 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어떤 지역은 땅이 축축해서 조금만 파면 물이 차올라서 시체를 묻을 경우 장례복이 젖을 우려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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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답답: 시체를 묻지 않고 땅 위에 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은 나무로 된 관이나 쇠로 된 관 속에 시체를 넣고 묻으면 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무덤 위에 이름판을 꽂는 것은 어때요? 답답답답: 알아보기 위에 이름을 넣는 것은 좋지만 그 위에 꾸란 구절을 써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동묘지에서 이것들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문질문질문질문: 저희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묻고 나서 며칠간 꽃을 놔주고 옵니다 이처럼 명절 같은 날에도 꽃을 놓고 오는데 이래도 될까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 받는 보상이 있을까요? 답답답답: 무덤 위에 꽃을 놓는 것은 정말로 좋은 행위예요 꽃이 시들 때까지 시체의 편안함이 더해진다고도 하고요 하디스에서 이브네 압바스 )�*�+����  �!�  � ����  가 말하길, 예언자     
$��� �%��  �ٖ� �� � ��  ��� �� ��   �!�  ��" �# 께서 어떤 정원에서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언자 $��� �%��  �ٖ� �� � ��  ��� �� ��   �!�  ��" �#  은 이들의 벌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은 소변을 볼때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은 남들의 뒷담화를 까서 벌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추잎으로 갖고 오라고 하셨고 그걸 두개로 나눠 두 무덤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동반자분들이 왜 이러셨냐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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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추잎들이 시들기 전까지 벌 받는게 덜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까에서 어떤 지역은 향기로운 꽃이나 대춧잎을 무덤위에 놓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 또한 순나 이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시체가 여성이라면 바지를 입혀도 될까요? 답답답답: 여자의 장례복에는 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힐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고인의 집에 위로하러 멀리서 친척들이 모였다면 유가족이 밥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요? 대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근처에 식당이나 호텔도 없고 직접 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답답: 이웃사촌이나 옆집 살던 사람들한테 두끼를 대접해 주는게 순나이며 안 먹으면 권고를 하는 것도 좋다  멀리서 온 친척이나 유가족도 이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외에 음식을 대접받는 것은 안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중 한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나머지 한사람이 갈등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답답답답: 종교적인 이유 없이 자신의 무슬림 형제를 3일 이상 미워하는 사람은 파시크(죄악)이다. 하디스에 있기에 한 무슬림의 다른 무슬림에 대한 권리에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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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친구의 장례식을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무슬림 형제의 장례식 불참석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장례목욕 도중 시체의 입속에 금니, 은니, 교정기 등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답답: 이 같은 경우는 쉽게 뺄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시체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빼는게 좋습니다. 뺄 수 없을 경우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가끔씩 무덤을 판곳에서 뼈가 나와요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답답: 누군가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절대 파해쳐서는 안되며, 그것을 모르고 팠던  경우에는 다시 고이 묻어두고 다른 곳을 팝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가끔 비가 내려 무덤에 구멍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 은 이것을 훔쳐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답답답답: 시체를 무덤에 묻어두고 올 때는 알라흐 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알라흐와 시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이름을 지어도 될까요? 답답답답: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장례목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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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도 치뤄야 하고 이름도 지어야 합니다. 만약 그때 장례 치루느라 아니면 바쁘거나 슬픔에 못 이겨 이름을 못 지었다면 나중에 라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한테도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장례목욕 할 때 중요부위를 씻기기 위해 만들어진 봉투(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답답답: 대부분 장례목욕을 위해 사용되는 옷감은 봉투와 흡사합니다 그것을 손에 껴서 사용해도 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어떤 지역에서는 무덤에서 안쪽에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무덤 위에 덮는 것도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는 것은 어떤가요? 답답답답: 시멘트는 불로 달궈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된 벽돌이나 슬레브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벽돌을 사용하고 나서 흙으로 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처럼 시멘트 슬렉의 안쪽면 즉 무덤 위에 덮는 면의 반대쪽도 흙칠을 해주도록 해서 고인의 주변엔 흙만이 존재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장 사항 일 뿐입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makru 시간에도 장례예배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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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답답: 만약 makru 시간에 장레식이 준비되면 그시간에도 장례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레식은 준비되어있었는데 마침 그시간이 MAKRU 시간이라면 이젠 그시간대에는 장례예배를 할수없습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장례목욕을 끝내고 아직 장례복을 입히진 못했는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중간에 끼워줘도 될까요? 답답답답: 시체를 목욕할 때 평소 행실이 좋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이미 장례목욕을 했으면 중간에 그 누구도 끼워서는 안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만약 시체의 중요부위에 상처가 있다면 중요부위를 조심히 씻으려고 봐도 될까요? 답답답답: 장례목욕을 치루려고 그런데를 바라보는 것은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물만 흘리고 손으로 쓰다듬지는 않도록 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무덤에서 아잔하면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가요? 답답답답: 무덤에 아잔하는 이유는 사탄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riwayat 에 있기에 사람들이 고인을 묻어주고 40 걸음 정도 멀어지면 munkar nakir 이 옵니다.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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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아잔을 합니다.근데 누군가가 남아있고 거기에 아잔을 하면 아무 문제없긴 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시체를 묻기전에 무덤에 내려가서 surah almulk 를 낭송하는데 이러는 것은 어떤가요? 답답답답: 무덤에 내려가서 고인의 편의를 위해 쿠란을 낭송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시체가 오기전에 내려가서낭송하는것은 괜찮지만 시체가 와있고 낭송을 하면 시체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가끔은 비가 많이 내려서 무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세우거나 고치는 것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답답답: 그럴 때는 무덤을 여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밖으로만 고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슬레브가 쓰러졌다면 옷을 써서 잡고 정직한 사람에게 무덤안을 보지말라 하고 슬레브를 치우고 다른 슬레브로 무덤을 덮게 하세요. 그러는 중에는 그 누구라도 무덤 안을 훔쳐보지 말아야합니다. 질문질문질문질문: 여자들이 공동묘지에 Fatiha 를 위해 가는 것은 어떤가요? 답답답답: 여자들이 공동묘지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공동묘지 뿐만 아니라 Mazarat에도 가면 안됩니다 단 예언자 $��� �%��  �ٖ� �� ���  ��� �� ��   �!�  ��" �#  묘지,그리고 동반자분들 묘지에만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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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질문질문질문: 가끔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 어딘가에 묻어서 나중에 다시 와서 다른 데로 데려가 묻는데 그건 어떤가요? 답답답답: 안됩니다 한번 묻은 곳에 계속 묻혀 있도록 내비둬야 합니다 
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장례목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미신들미신들미신들미신들::::    

� 고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 고인이 입었던 옷들을 버리는 것 
� 장례목욕하기전 장례 목욕할 곳을 필요 이상으로 씻는 것 
� 장례목욕 했던 곳에 40일간 밝게 비추고 있는 것 
� 반드시 장례목욕판을 갖고 온 사람이 다시 갖고 가는 것 아니면 저주받음 
� 고인의 장례복에 하복(치마)를 필수 시 하는 것 
� 장례목욕 때 사용했던 비누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 고인의 옷을 공동묘지에 두고오는것 이유: 고인의 영혼이 쫓아온다고 생각나이많은 여성의 남편이 죽은 경우 장례식과 같이 40 걸음걷게 하고 iddat 이 없어진다고 믿는 것 
� 고인의 장례목욕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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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 어린아이가 죽으면 공동묘지가 아니라 다른곳에 묻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까판다판까판다판까판다판까판다판((((장례식장례식장례식장례식,,,,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장례목욕) ) ) ) 부서의부서의부서의부서의    소개소개소개소개::::    무함마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 다와트에 이슬라미는 79 개 이상의 부서들로 이루어져 선행을 전파하고 순나를 지켜가는 일을 합니다. 이중에 하나의 부서인 까판다판은 순나와 종교의 율법대로 무슬림들의 장례목욕부터 장례목욕 장례식을 지원하고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사와브를 챙기고 뿐만 아니라 장례복 입히는 방법, 장례목욕 방법, 장례식 올리는 법 같은 것들도 가르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 까판다판에 참여하기 위해 홍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까판다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국내외에서는 실습하여 가르쳐 주기도 하고,영상들로 보여주며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주내용은 죽음에서부터 장례복 자르는 방법, 장례복 입히는 방법,장례목욕의 순서와 장례목욕의 주의점, 장례식 올리는 법 등등을 가르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까판다판 강좌 및 오프라인으로 며칠을 머물러 배우는 강좌와 실습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덤지는 사람들, 묘지 만드는 사람들 ,무덤에 뿌리는 꽃을 파는 사람들, 까판 (장례복)파는 사람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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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 순나와 조심할 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 드리기도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muslim funeral app 입니다. 이 앱에서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으로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까판다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외의 정보를 위해서 또는 연락을 위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십시오 www.tajheezotakfeen.dawateislami.net  
Kafan Dafan 부서는 고인의 기일, 1 년제,등등에 종교행사를 하여 그 선행을 모두 고인에게 보내기도 하며 많은 선행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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