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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라흐만 The Beneficent 자비  

    “그 분은 순종하든 그렇지아니하든, 선하든 악하든 간에 모든 
창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두에게 삶을 통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 

알 라힘 The Merciful 자애 

    “그분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과 피조물에게 
보상을 하여 주신다. “ 

알 말리크 The Supreme Ruler of The Sovereign Lord 지고하신 주권자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시다. 그 분께는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신성에 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알 꾸드-쓰 The Holy 신성한 존재 

    “그 분은 완전 무결하시며 그 분의 특성, 이름, 그 모든 어휘, 행하는 것들 
그 모두가 완전하고 순수할 수 밖에 없다. 그분의 창조는 사람이 그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알 쌀람 The Saviour or The Source of Peace 구원하시는 분 또는 평화의 
근원 

    “그분은 그 신성안에서 완전무결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지혜로우며 동시에 장엄하다. 그분은 믿는 자들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분이시다.” 

알 무으민 The Guardian of Faith 신앙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안에 진리의 빛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신다. 그분은 또한 그 분안에서 거처를 구하는 모든 이들의 
보호자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알 무하이민 The Protector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보호자 이시며 동시에 인도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이 가야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그분의 뜻을 피할 수 없다.” 

알 아지-즈 The Mighty, the Victorious 위 하신 분, 승리하시는 분 

    “그분은 그 무엇에 해서도 언제나 승리를 거두시는 승리자이시다. 
그러나 죄를 범하거나 그분께 반기를 드는 자들을 서둘러 파멸하시지 
않으신다.” 

알 잡바-르 The Compeller 강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어떠한 어려움없이 그분의 뜻 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알 무타캅비르 The Majestic, the Greatest 위엄있는 분, 가장 위 하신 분 

    “그분은 가장 위 하신 분이며, 위 함이란 오직 그분께만 속한 
특성이다. 그분은 오만한 자들을 멸하시어 가장 비천하게 만들수도 있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가장 축복받는 존재로 만들수도 있다.” 

알 칼-리끄 The Creator 창조자 

    “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창조된 모든 것의 상태를 
유지시키기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창조를 행하는지를 알고 계시며, 창조물로부터 아무런 것도 필요치 
않는다. 그분은 창조물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알 바-리운 The Inventor or Evolver 창조하시는 분, 혹은 발전시키는 분 

    “그분은 완벽한 조화 속에 그 창조를 두셨으며, 모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 놓여있다. 그분은 또한 인간에게 
사상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 

알 무싸우와르 The Designer or The Fashioner 계획하시는 분 혹은 만드시는 
분 

    “그분은 가장 독창적이고 완전한 형태를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불어넣는 
완벽한 예술가이다. 그분께서 ‘있으라(Be)’ 고 하시자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다.” 

알 갓파르 The Forgiver 용서하시는 분 

    “그분은 참회와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에 한 
개인의 참회와 회개는 그같은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 



알 까하-르 The Subduer 지배하시는 분 혹은 억제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지켜보고 감독하시는 영원한 지배자이시다. 
어떠한 것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알 와하-브 The Benefactor or The Bestower 은혜를 베푸시는 분, 혹은 
베푸시는 분 

    “그분은 그 어떤 보답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으며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며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실때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이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알 랏자-끄 The Sustainer or The Provider 도와주시는 분 혹은 부양하시는 
분 

    “모든 피조물은 부양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일수도 
물질적인 것일수도 있으며, 그분은 이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알 파타-흐 The Opener 열어보이시는 분 

    “그분은 닫혀있는 것, 잠겨있는 것,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열어보이시는 
분이다.” 

알 알림 The Knower or All-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분께서는 무제한의 지혜를 지니고 계신다.” 

알 까-비드 & 알 바-씨뜨 The Constrictor and The Expander 압박을 
가하시는 분 그리고 해방하시는 분 

    “그분께서는 압박을 가하기도, 직접 풀어주기도 하신다. 그분이 압박을 
가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느낄 것이나 그 인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면 마침내는 우리의 신념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간을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좀더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평화롭고 안이한 순간에는 그 모든것에 해 그분께 감사 드려야 한다.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분께로부터 기인함을 믿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기억해야 한다.” 

알 카-피드 & 알 라-피흐 The Abaser and The Exalter 낮추시는 분, 그리고 
올리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낮추시거나 높이시는 분이다. 그분은 올바른 
이들을 높이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낯추신다.” 

알 무잊즈 & 앗 무질루 The Honourer and The Dishonourer 명예를 주시는 
분, 그리고 명예를 잃게 하시는 분 

    “그분은 피조물에게 명예를 주시기도, 그 명예를 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다.” 

알 싸미-운 The All Hearing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그분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그분의 완전 무결하고도 고결함의 한 상징이며 
그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만족하시거나 답하시고, 혹은 바로잡아 주신다.” 

알 바싸르 The All Seeing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으나 그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 아들 The Just 공평하고 올바르신 분 

    “그분은 완전무결하고 공명정 하시다. 선과 악 모두 필요한 것으로, 
그분께서는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선을 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판단이나 불평없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분께서 보이시는 것들 중 선이 아닌 듯 보이는 것도 종국에는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공명정 한 길이기 때문이다.” 

알 라띠-프 The Fine, Subtle One 예리하고 세 하신 분 

    “그분은 가장 예리하고, 세 하며,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분은 영혼과 
마음, 지혜와 성스러운 빛이 지닌 아름다움의 비 들 안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를 만드신 분이다.” 

알 카비-르 The Aware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들 안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것들까지도 감지하고 
아시는 분이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피해 일어날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내 한 비 이나 생각, 행위와 의도 모두를 알고 계신다.” 

알 할림 The Forbearer or The Forbearing One 참고 늦추시는 분 



    “그분은 죄에 한 벌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접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알 아짐 The Great One 위 하신 분 

    “그분은 절 적으로 완전하며 위 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위 함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알 가푸-르 The Forgiving One 용서하시는 분 

    “그분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용서해주시고, 그것들이 
전혀 저질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돌려주시는 분이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잘못, 옳지 못한 생각과 언행들을 감추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알 샤쿠-르 The Thankful, The Benefactor, The Appreciative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감사를 받으실 분 

    “그분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보답을 해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 보답을 낳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한다.” 

알 알리유 The Highest One 가장 고결하신 분, 가장 위 하신 분 

    “그분의 위 함과 고결함은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분과 같은 것이 없다.” 

알 카비르 The Most Great 가장 위 하신 분 

    “그분의 위 함은 시작 이전부터 끝 이후까지 미칠 것이다….가장 작은 
원자나 광 무변한 우주도 그분앞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잃고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매사에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알 하피-즈 The Preserver 보존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느 것 하나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이러한 
보존은 곧 그분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분은 축복받은 선지자들과 
성서들을 보내시어 지혜와 사리판단력,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신성한 법을 알게 해주셨다.” 

알 무끼-뜨 The Nourisher, The Maintainer 육성하시는 분, 길러주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 역시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의 생명이 다하지 않는 한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으며, 
피조물이 그분께 요청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베풀어주신다.” 

알 하씨-브 The Accounter, The Reckoner 계산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산하시는 
분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 사용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그분께 드려야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숨결조차도 모두 
그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한다.” 

알 잘리-루 The Majestic, The Mighty, The Sublime One 숭고하신 분, 가장 
위 하신 주권자 

    “그분은 위 하고 숭고한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권능, 자비, 자애,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 고결하다. 그분은 모든 위 함의 근원이다.” 

알 카림 The Generous 너그러우신 분 

    “그분은 그 너그러우심과 자애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신다. 그분은 벌하실 수 
있을때조차 가능한한 우리를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알 라끼-브 The Observer, The Watchful One 관찰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그분은 매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관찰하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를 매순간 지켜보는 또다른 존재가 있다……악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하여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악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 

알 무지-브 The Acceptor of Prayer, or The Responsive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분, 응답을 주시는 분 

    “그분은 모든 예배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분은, 피조물들간 
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들 곁에 계시다.” 

알 와-씨으 The All-Embracing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 

    “그분의 광 함은 끝이 없으며 모든 것에 닿는다. 그분의 지혜, 자애, 
권능, 자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며 무한하다.” 

알 하키-므 The Wise 지혜로운 분 

    “그분은 완전무결한 지혜로움을 지니고 계시므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알 와두-드 The Loving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은 선한 종들을 사랑하시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 마땅한 
유일한 분이다. 모든 완전함과 완벽함이 그분안에 있기 때문이다.” 

알 마지-드 The Most Glorious One 가장 영광된 분 

    “그 어떠한 존재도 그분을 당할 수 없으며 그분같은 존재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왕국은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알 바-히쓰 The Raiser from the Dead, The Resurrector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는 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은 무덤으로부터 부활시켜 그들이 생전에 행한 
모든 생각과 언행을 펼쳐보이실 것이다. 죽거나 소멸되는 것은 
육체뿐이며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알 샤히-드 The Witness 목격하고 증언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를 목격하고 계시는 분이다.” 

알 학끄 The Truth 진리 

    “그분이 곧 진리이니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는 곧 모든 다른 
존재들의 근원이다.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시작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며 다시 생겨난다. 그러나 그분은 변화나 탄생, 소멸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진리일 뿐이다.” 

알 와킬-루 The Trustee 관리하시는 분 

    “그분은 근원적이고 가장 확고하게 모든 것을 다루시며 모든 일에 
결말을 맺어주는 분이시다. 그분을 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다.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길은 주위의 모든 것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후의 결과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알 까위유 The Most Strong 가장 강하신 분 

    “그분은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는 모든 힘과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알 왈리유 The Protecting Friend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종들을 도와주고,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며, 
그들에게 평화와 성공,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치않다.” 

알 하미-드 The Most Praiseworthy 가장 칭송과 찬미를 받으실 분 

    “모든 존재는, 그들의 말과 행동 혹은 그 존재 자체로서 그분을 
찬미한다. 그분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모든 능력과 고결함의 
원천이다.” 

알 무흐씨 The Counter 계산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있는 그 로 
지켜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숫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좋은 언행과 나쁜 언행의 중량을 모두 알고 계시다.” 

알 무브디유 The Originator 창시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모델이나 물질없이 창시하신 분이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알 무이-드 The Restorer 되돌리시는 분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거나 그것들을 원래 로 
되돌려놓으시는 분이다.” 

알 무히유 The Giver of Life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존재케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고 보존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알 무미-트 The Giver of Death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죽음의 순간을 정해두셨다. 육체는 볼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은 감추어져있으나 영원한 것이며, 육체가 
없이도 존재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을 다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죽은 후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분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죽음의 순간을 늘 준비하여야 한다.” 

알 하이 The Ever-Living One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은 완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불후의 존재이다. 모든 
삶의 가치는 훗날 지식과 지혜를 얼마나 추구했느냐에 의해 판단되나 
그분은 이러한 일체의 것들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알 까이윰 The Ever Self-Existing One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존재는 그분에게만 관계가 있으며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운명은 그분께 달려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영혼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날 때 육신은 더 이상 
숨을 쉬지도, 움직이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 영혼은 
완결된 존재로서 모든 것에 해 책임을 갖는다.” 

알 와-지드 The Finder 발견하시는 분 

    “그분께서는 원하는 때면 언제나,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발견하고 
찾아내실 수 있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없이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며, 종들은 그분의 존재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알 마-지드 The Glorious 장엄하신 분 

    “그분은 그분께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자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가장 장엄하고 영광된 분이다.” 

알 와-히드 The Unique 유일하신 분 

    “그분은 유일하시다. 그분과 같은 것이나 동반자는 전혀 수반하지 
않은채 홀로 존재하신다. 그분의 모든 것들이 유일하며, 그분만이 경배와 
찬미, 순종과 복종..그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분이다.” 

알 아하드 The One 유일하신 분 

알 싸마드 The Satisfier of all needs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하는 
방법으로 충족시켜주신다.” 

알 까-디르 The All-Powerful, The Able One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뜻 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알 무끄타다르 The All-Powerful 전능하신 분 

    “그분은 모든 힘과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시는 힘은 제한된 
것이며 그것들 역시 그분에 의해 제어된다.” 

알 무까디무 The Expediter 촉진시키시는 분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들을 움직이게 하신다. 피조물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그분께 얼만큼 가까이 있는 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알 무아키르 The Delayer 연기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이 원할때에 모든 것들 늦추실 수 있다. 신앙인들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뜻 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나 의도 가운데 무언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 아우왈루 The First 최초에 계시는 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알 아-키르 The Last 마지막에 계시는 분 

    “그분은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사라질때에도 그분은 홀로 존재하실 것이며 모든 존재는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알 자-히루 The Manifest One 명백히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이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분은 인간의 
상상이나 감각, 지각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다.” 

알 바-띠누 The Hidden One 가리워져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존재는 명백히 드러나기도 가리워져있기도 하다. 그분의 
속성과 뜻은 가리워져있으며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마음, 사고력과 
지각으로는 그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없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알 왈-리유 The Governor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루시는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결정되었다. 그 무엇도 그분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알 무타알-리 The Supreme, Most Exalted 위 한 주권자 

    “그분의 위 함은 인간의 한정된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무엇을 베푸신다 하여도 그분은 아무것도 잃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알 바루르 The Doer of Good 선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선과 행복의 근원이며, 완전하고도 완벽한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선으로 보답하시며 벌을 내리실때에도 
결코 과하지 않다. 만일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좋은 의도에 따라 판단을 하여주신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의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비롭게 용서하여 주신다.” 

알 타와-부 The Acceptor of Repentance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분 

    “그분은 사랑으로서 모든 참회와 회개를 받아들이신다. 신앙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께 참회를 할때에는 온 
마음으로 하여야한다. 그분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시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든이들을 받아들이신다.” 

알 문타낌 The Avenger 보상을 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 이러한 자아는 그분의 적이다.” 

알 아푸우 The Forgiver, The Pardoner 용서하시는 분 

    “그분은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주신다. 죄의 용서는 삶의 방법을 
바꾸게 하는 하나의 기회이며, 그분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알 와우프 The Lenient 인자하고 관 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아심에도, 언제나 관 하고 인자하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며 스스로 존재하신다.” 

말-리크 알-물크 The Eternal Sovereign 영원한 통치자 

    “그분은 홀로 이 장엄하고 광 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창조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줄-잘랄와-이크람 The Lord of Majesty and Bounty 위엄과 은혜를 지닌 
주권자 

    “그분은 완전무결하시며 모든 명예와 은총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알 무끄씨뜨 The Equitable One 공정하신 분 



    “그분은 공정과 공평함 속에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적합하고 필요한 것만을 주시나,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 모두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 자-미우 The Gathere 모아두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모아두신다. 그분은 창조한 
우주안에 별들과 은하계, 행성들, 바다들..생명체들..그 모든 것들을 
두셨고, 피 한방울에 6백만개의 세포를 두셨다. 또한 그분은 심판의 날에 
모든 영혼을 일으켜 불러모으실 것이다.” 

알 가니유 The Self-Sufficient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그분은 풍요로우시고 풍족하시며, 자족하시는 분이므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알 무그띠 The Enricher 풍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다. 삶은 시험의 
현장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지식과 지혜, 신념과 신앙이다.” 

알 마-니우 The Preventer, Withholder 예방하고 막으시는 분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 

알 다-르 The Distressor, or The Creator of Evil 고뇌하게 하시고 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해로운 것과 악 까지도 모두 창조하셨다. 마치 독이 가끔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처럼…..그분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으며 사상과 선택의 자유 역시 부여하셨다. 모든 것을 
시험이다. 비록 그분께서 악 또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몫인 것이다.” 

알 나-피으 The Favourer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은 모든 좋은 것과 보물들을 창조하시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알 누-르 The Light 빛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내려오는 빛이다. 그 빛은 모든 사물을 
암흑으로부터 구별해내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준다.  

   신념과 신앙의 이 빛은 마치 마음에 내려앉는 태양과도 같은 것이다. 
온갖 사악함과 좁은 자아는 그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며, 이 빛은 올바른 
길로 피조물들을 인도한다.” 

알 하-디 The Guide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선지자들과 성서, 성인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인간을 
인도하신다. 신앙은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영혼은 약속의 날 그분을 
면하게 될 것이다.” 

알 바디-으 The Originator of Creation, the Incomparable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비할 바 없는 분 

    “그분은 모델이나 물질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되었다. 여기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은 
제각기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 특질을 가지고 있다.” 

알 바-끼 The Everlasting One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간은 오직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창조물의 변화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 적인 분이다.” 

알 와-리스 The Ultimate Inheritor 최후의, 가장 근원적으로 돌아갈 곳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그분께로 돌아간다.” 

알 라쉬-드 The Guide to the Right Path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근원적인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분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것들을 기반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고 계시다. 

   인간은 그분의 학생으로서 언제나 그분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지각하여야 하며 지니고 있는 모든 사고력과 이성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교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인간은 
그 물질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알 싸부-르 The Most Patient One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은 완전 무결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순간에,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신다. 모든 것들은 그 



과정에 맞게 진행되어야하며 인내하는 인간은 그 육신과 자아가 원하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과 도약은 
고통없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통이란 그저 일시적인 
육신의 고통일 뿐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깨닫되 그것을 
경시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발전과 승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인내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