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MILLA HIRRAHMAN IRRAHIM
비쓰 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자비로우시고자애로우신하나님의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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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처음으로창시한이슬람1.
이슬람의의미2.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①
진 :②
경전에 대한 믿음③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④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

최후의 심판⑤
이슬람의기둥교리3. ( )
이슬람의가르침4.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①
모든 인간의 존엄성②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③
이슬람과 사회④
이슬람은 공정한 종교이다.⑤
이슬람은 평등한 종교이다.⑥
차별 없는 이슬람⑦
이슬람 지도자들의 율법⑧
신앙의 진실 된 충고⑨
백성과 지도자간의 차별 없는 평등⑩
하나님의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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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이처음으로창시한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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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의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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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의존재를믿는것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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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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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대한믿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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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사도와선지자들④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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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심판⑤

이슬람의기둥교리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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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님외에는신이없고무함맏은
하나님의마지막사도입니다.

예배와기도를드리고②

구빈세자카트를내며( )③

성지순례를행하고④

라마단달에금식을행하는것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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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가르침4.

종교에는강요가없다.①

인간의존엄성②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③
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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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관용의하나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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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께서적을용서한훌륭한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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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사회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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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공정한종교이다.⑥

이슬람은평등한종교이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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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이슬람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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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지도자들의율법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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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진실된충고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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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과지도자간의차별없는평등⑪



24



25



26



27

하나님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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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전주 이슬람 성원 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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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와합자히드박사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은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유명하
신 학자이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슬람의 판사인 꽈지로.
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난 년 동안 한국에서 뭅. 20
띠로서 활동하였으며 전주 성원을 운영하면서 전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성원에 한 달.
에 한 번 꾸뜨바 설교 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며 정기적 활( )

동으로는 비무슬림들과 새로 입교한 무슬림들에게 전주 성원에서 이슬람과 아랍어 강좌를 들
려주십니다 그 분은 친절하고 온화하신 성품으로 인해 비무슬림들과 무슬림 모두로부터 사.
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분의 노력이 한국에서의 무슬림 움마를 세우.
는 기초가 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소개

년시리아 알라포 출생1941•
알라포 중고 졸업•
이집트 알아즈하르 대학교 졸업•
인도 나드와 뚤알라마 대학으로부터 이슬람 법학 및 하디쓰 서사 학위 취득•
알라포 중 고 교사로 년간 제임10•
아프린 알라포 이슬람 중고등학교장.•
사우디 아라비아 멕카 알히라 솨 라 대학 교수•
파키스탄 파루끼야 대학 대학원장•
파키스탄 신드 대학교로부터 박사 학위 취득•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쿠웨이트 종교성 파견 선교사•
이슬람 법학 박사•
저 서
꾸란 낭송법에 관한 저서 권2•
알우끄들 자1. -
알 주 만2. -

이슬람의 사회생활 권3•
제 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앗씨디 끄1 -•
제 대 칼리프 우마르 알파루끄2•
하디쓰에서의 대 학자와 사상4•
법학파의 사상과 교육4•
성 꾸란 집대성의 배경•
이슬람 경제•
이슬람법의 근본•
하나님의 사도 무함맏의 생애1•
하나님의 사도 무함맏의 생애2•
하나님의 사도 무함맏의 생애3•
이슬람의 대 학자의 생애4•
이슬람의 믿음•
이외 이슬람 서적 다수 집필•



한국이슬람성원안내
●전주성원(JEONJU MASJID)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가2 1562-10(561-832)
전화: (063) 243-1483
a-zahid@maktoob.com

●서울중앙성원(SEOUL CENTRAL MASJID)
서울시 용산구 한남 동2 732-21
전화: (02) 794-7307,793-6908

●부산성원(BUSAN MASJID)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609-811)
전화: (051) 518-9991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DAEAGU JAMIA MASJID USMAN)
대구 이슬람 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번지202-6
전화: (053) 523-2171

●광주성원(KWANGJU MASJID)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안양성원(ANYANG MASJID)
경기도 안양시 안양 동5 618-132(430-828)
전화:(031) 444-7757

●안산성원(ANSAN MASJI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5(425-845)
전화:(031) 492-1948

●포천소홀성원(POCHUN SOHEUL MASJID)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소흘 기7 (430-828)
전화:(031) 542-4696

●파주성원(PAJU MASJID)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031) 946-2110

●수원성원(SUWON MASJI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번지320-15
전화:(031) 295-2956

●제주임시성원
(JEJU ISLAMIC CULTURE CENTER)
제주시 노형동 번지 정한오피스텔 호939 1215 (690-802)
전화 :(064) 712-1215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