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물다섯 번째 말씀 

꾸란의 기적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ذا اْلُقْرآِن ََل َيْأتُوَن ِبِمْثِلِه َوَلْو َكا  نُس َواْلِجنُّ َعَلٰى أَن َيْأتُوا ِبِمْثِل َهٰ َن َبْعُضُهْم ِلَبْعٍض َظِهيًرا ُقل َلِئِن اْجَتَمَعِت اْْلِ  

 “일러 가로되 인간과 진들이 서로 같이하여 이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려 해도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리

라. 비록 그들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해도 그러하느라.”1 

 

   도입 부분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질문: 꾸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답변: 19번째 말씀(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에서의 설명과 다른 말씀들에서 증명했듯이 꾸란은  

• 커다란 삼라만상이라는 책의 변하지 않는 번역 

• 창조의 증거들을 읽는 다양한 언어들의 영원한 번역가 

•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의 책의 해설자 

• 땅과 하늘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의 정신적인 보물들을 열어내는 자  

• 사건들의 배열 안에 감춰진 진리를 여는 열쇠 

• 보이는 세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언어 

• 보이는 세상의 장막 뒤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온 관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호의와 가장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보물창고 

• 정신적인 이슬람 세상의 태양, 기초, 지도 

• 내세의 성스러운 지도 

• 신의 본질, 속성, 이름들,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 명료한 해설, 결정적 증거, 알아듣기 쉬운 통역사 

• 이 인간 세상의 교육자 

• 큰 인간성인 이슬람의 빛과 물 

• 인류의 진정한 지혜 

• 인류에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진정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와 지도자 

• 규율의 책, 기도 책, 지혜의 책, 숭배의 책, 명령과 초대의 책, 찬미의 책, 생각하게 하는 책 

• 모든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참조할 만한 많은 책을 포함하는 유일하고 종합적인 성스러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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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인과 정직한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과 연구하는 자들의 다양한 길과 다른 방향들에 각각의 길에 맞고 그 

길을 빛낼 그리고 각각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그것을 설명할 각각의 책을 드러내는 도서관으로 판단되는 하늘의 

책이다. 

 

 

두 번째 부분 

   꾸란은 숭고한 왕좌와 제일 위대한 이름과 각각의 이름의 제일 높은 단계로부터 나왔으므로 12번째 말씀(리살레이

누르 모음집 중)에서 설명하고 증명했듯이, 꾸란은  

• 모든 세상의 주님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 모든 존재들의 신이라는 칭호로서의 하나님의 칙령 

• 모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이름으로의 말씀 

• 절대적인 양육 관점에서 한 가지의 대화 

• 결점 없는 삼라만상의 국왕의 영원한 설교 

• 모든 것을 감싸는 넓은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호의의 공책 

• 신성(神性)의 웅장함과 위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에 어떤 암호가 있는, 소식들을 전하는 책 

• 제일 위대한 이름을 포괄하는 혈통을 통한 숭고한 왕자의 모든 측면의 관점을 보는, 감사(勘査)하는, 지혜가 널리 

퍼진 어떠한 결점도 없는 높고 숭고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직함은 꾸란에 완전하고 적합하게 주어졌으며, 항상 주어지고 있다. 꾸란 다음으로는 다른 

예언자들의 성서와 책들이 단계별로 있다.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일부분조차 특별한 특징들로, 부분적인 직함

으로, 특정한 징후로, 특정한 이름으로, 한정된 양육으로, 특정한 통치권으로, 특별한 자비로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의 형식으로 하는 대화이다. 천사들과 인간 그리고 동물들의 영감들은 보편적이거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무척 다양

하다. 

 

 

세 번째 부분 

   꾸란은  

• 각 세대의 다양한 모든 예언자의 책들과 방법들이 다른 모든 성인의 책자들과, 가는 길들이 다양한 모든 순수한 학

자의 작품의 요약을 포함한,  

• 6가지 방향의 맑은,  

• 의심들의 어두움으로부터 정제된, 

• 신뢰할 것은 확실한 하늘의 계시와 영원한 말씀인, 

• 목적과 목표는 모두에게 보이는 영원한 행복인,  

• 내부적 측면은 명백하고 순수한 인도인,  

• 위에서 본 측면은 필수적인 신앙의 빛인,  

• 아래에서 본 측면은 지식으로 확실하게 알 정도의 명백한 증거와 증명인, 

• 오른쪽에서 본 측면은 경험으로 느끼듯이 마음과 양심의 복종인,  

• 왼쪽에서 본 측면은 눈으로 볼 정도로 확실하게 이성과 지성을 지배하는,  

• 결과물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자애와 천국의 왕국인, 

• 지위와 가치를 천사와 인간과 진들이 바로 인정하는, 하늘의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