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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대 칼리프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십

니다. 그는 메시아이자 개혁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의 증손자이십니다. 

성하께서는 1950년 9월 15일 파키스탄 라브와Rabwah에서 고인이 되신 

미르자 만수르 아흐마드Mirza Mansoor Ahmad와 나시라 베굼 아흐마드Nasirah 

Begum Ahmad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77년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Faisalabad에 있는 농업대학에서 농업경제학 학위를 취득한 후, 공식적으

로 이슬람을 위해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삶이 

1977년 그를 가나Ghana로 인도하셨으며, 그 것에서 여러 아흐마디야 무

슬림 학교의 교장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살라가

Salaga에 아흐마디야 중학교를 설립하는 활동을 지원했고, 학교가 개교한 

후 처음 2년 동안 교장을 맡으셨습니다. 

성하께서는 2003년 4월 22일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종신직인 칼리프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하께서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 걸쳐 수천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아흐마



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영적 그리고 행정적 지도자

가 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칼리프로 선출되신 이후 줄곧 인쇄 매체 및 디지털 매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슬람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노

력해오셨습니다. 성하의 주도 하에,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각국에 위치해 있는 지부를 통해 이슬람의 진정한 평

화에 대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에게 평

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돌리고, 종파를 초월한 평화 심포지엄 

개최 및 성서 코란의 진정한 뜻을 알리기 위한 전시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전 세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슬람의 평화에 대한 사랑,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인류에 대한 공헌 등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2004년 이래로 연례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시며, 다

양한 분들께서 이 행사에 참여하시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

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고위 인사들, 정치인,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 평화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

습니다. 

성하께서는 전 세계를 순방하시며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계십니다. 성

하의 지도 하에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전 세



계 곳곳에 있는 오지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성하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께서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흐마디 무슬림의 정진적 지주로

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이슬람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

러 가지 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서문

오늘날 전 세계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는 시

시각각 더욱 새롭고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시기와의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

고, 근래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은 끔직한 3차 세계대전의 촉발에 대한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누군가 나타나 

구체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평화로 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

다는 희망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초래할 결과는 전 인

류의 파멸 그 자체로 그 누구도 감히 그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본 책에서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칼리프이

신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께서 제시하시

는 지침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사건들이 발

생되었고, 성하께서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리고자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발생된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

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깨닫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성하께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세계가 겸

손과 정의를 수용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창조주를 믿는 것이라

고 설파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강자가 약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존중하며, 가난한 자와 약자는 또한 자신을 

돕는 손길에 감사하며 진실과 정의를 수용하고, 또한 전 인류가 숭고한 

겸손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창조자에게로 귀의하자는 것입니다. 

성하께서는 각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절대적 필요

조건으로 할 때 작금의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오셨습니다. 비록 각 국가들 사이에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것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증오 혹은 

적개심을 몰아내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서신에서 그가 강조하는 이

슬람 경전 코란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적대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모스크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라. 정의롭고 신성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와라. 그러나 타인

이 죄를 짓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알라(하나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알라(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그 어

떤 처벌보다 무서운 벌이 될 것이다. (ch. 5: v. 3)

이스라엘 총리께 보낸 서신 중 발췌:

따라서 이 세상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대신 전 세계를 가공할 파

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결함을 물려주는 대신 밝은 미

래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대통령께 보낸 서신 중 발췌: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열강들이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

이 다른 나라를 돕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

세를 살펴 보면 또 다른 세계 전쟁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 보낸 서신 중 발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의 실패와 



1932년 세계 경제위기가 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

다.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상황이 1932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및 경제 문제가 작은 국

가들 사이에 전쟁을 유발시키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이들 국가의 원

성이 커지는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누군

가 정권의 실세로 등장하고 그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

약 작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이 것이 3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시급합니다. 전 인류가 우리의 창조자인 유일신의 존재를 인

정해야 하며, 이 것이 인간성 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인류는 급속하게 자멸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께 보낸 서신 중 발췌:

저는 항상 세계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국가들 사이의 적대감

이 발생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

도 드립니다. 

영국 총리께 보낸 서신 중 발췌:

저는 우리 모두 증오의 불씨를 꺼트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증오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못하게 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 우리 후손들이 끔찍한 후유

증에 고통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우리 후손들은 그런 재앙을 막지 

못한 선조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은 강대국으로 선진

국들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 세계를 

공정과 정의의 원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께

서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뜻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전 인류를 인도하는 원천이 

되어 정의와 겸손의 원칙이 작용하고 유일신께 귀의함으로써 전 인류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역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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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공식 투어 





서문

2008년 10월 22일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5대 

칼리프이신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의 영

국 하원 의회에서의 역사적인 연설

저스틴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본부인 파즐 

모스크Fazl Mosque가 자리잡고 있는 퓨트니Putney의 하원 의원이신 그리닝 

하원의원께서 리셉션을 준비해 주셨으며, ‘아흐마디야 칼리프의 100년

100 years of Khilafat-e-Ahmadiyya’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리셉션에는 길리안 메론Gillian Merron 하원의원, 하젤 블리어스Hazel Blears 하

원의원, 알렌 킨Alan Keen 하원의원, 도미닉 그리브Dominic Grieve 하원의원, 

시몬 휴즈Simon Hughes 하원의원, 로드 에릭 애브베리Lord Eric Avebury 자유민

주당 대변인 등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과 전문가 및 언론인 등이 참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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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마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참석자 여러분들, 하원의원 여러분들 그

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 준비

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저스틴 그리닝Justine Greening 하원의원님

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스트 그리닝 하원의원님의 배려와 넓은 아량을 느낄 

수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비록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규모가 큰 단체

는 아니지만, 저희 커뮤니티는 이슬람의 진정한 뜻을 전파하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흐마디 무슬림들은 영국의 성실

한 국민이며 영국을 사랑합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



24                                                                                  세계 위기와 평화로 가는 길

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알라(하나님)

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아이자 

개혁자이신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에 의해 더욱 다듬어지고 널리 전파되

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유

일신께서 자신에게 두 가지 부담을 안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일신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유일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행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역사가 반복되는 날이 올 것이며, 이와 같은 리더

십의 결과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비록 이슬람이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칼리프는 언제

나 평화의 수호자이며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이슬람 민족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

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흐마디의 칼리프는 메시아와 마디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의 미션을 계승하신 분이시며, 

칼리프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칼리프는 커뮤니티 구성원

들이 이 두 가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메시아께서는 이를 위해 강

림하셨고, 전 세계의 평화와 균형 창조를 위해 노력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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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 본다면, 과거 일어났던 전쟁들

이 결코 종교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의 전쟁은 종교적 원인 보다 지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근래

에 발생된 국가들간의 분쟁과 충돌 또한 정치적, 경제적 혹은 지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세계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

제적 역동성이 세계 전쟁을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전쟁은 

단지 빈곤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강대국들도 예외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발생 가능한 대재앙으

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전 세계를 올바른 방

향으로 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과거를 되돌아 보면, 영국이 세계 여러 국가들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고, 영국은 특히 인도 및 파키스탄과 같은 아대륙Sub-Continent에 정의 

및 종교의 자유를 심어주었습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 공동체의 창시

자께서는 영국이 정의의 정치를 펼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점을 높

게 평가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께서 빅토리아 여왕님의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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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이슬람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셨으며, 특히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영국 정부에게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

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나 영국이 보여준 정의를 인정해왔

고, 단지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앞으로도 정의가 영국 

정부의 큰 특징으로 간직되고 이와 같은 과거의 훌륭한 유산이 결코 잊

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불안과 동요에 휩싸여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

규모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대국이 평

화 수호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수호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전 세계를 전쟁

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영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부터 구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세계 평화 구축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저

는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이슬람이 평화 구축에 

앞장설 수 있겠지만, 그 것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 강대국들 혹은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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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가까워진 만큼,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반드시 인

식해야 하며 세계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반드시 공

명정대함과 정의의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종교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

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무슬림 단체들이 종교의 미명 하에 불법적 

수단과 자살 폭탄을 이용해 군인과 일반 시민을 포함한 비무슬림을 살

해하고 죄 없는 무슬림과 아동들을 잔인하게 시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특정 무슬림들의 끔찍한 행동으로 비무슬림 국가들에서 무슬

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공공연

하게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

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사람들 및 비무슬림 국가들의 무슬림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몇몇 무슬림의 행위로 인해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비무슬림의 무슬림에 대한 반감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반응의 한 예가 거룩하신 이슬람의 선지자(그에게 알

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및 무슬림 성서인 코란에 대한 공격입니

다. 이와 관련해 영국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다른 국가

의 정치인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고, 그런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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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민감한 부분을 자꾸 자극하는 것은 증오와 반감을 키우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특정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비이슬람적 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비무슬림

의 무슬림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 거룩하신 이슬람의 거룩하신 선지자

(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다른 무

슬림들은 무슬림에 대한 공격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아흐마디

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 세계에 이슬람의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의 진정한 특징과 이슬람의 아름다운 가르침

을 전 세계에 올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지자(그들 모두

에게 평화를)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들 모두가 유일신이 보낸 전령

messenger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어떤 불경스러운 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근거 없는 잘못된 오해를 

접할 때마다 통탄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극단성이 갈수록 심

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

든 종류의 증오와 반감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우

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만약 솔직함을 바탕으로 선의로써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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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서구 국가들이 무슬림을 포함해 빈곤한 국가 혹은 저개발 국가 

국민들이 이들 서구 국가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데 대

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정서와 종교 활동을 존

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슬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 균열이 생기면 이 것

이 사회 전체적 평화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

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는 영국 국회의원님들과 정치인들께서 

정의를 수호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 코란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기도 합

니다. 

종교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ch.2: v. 257)

이는 이슬람교가 칼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속설과 반대되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코란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일

신과 개인의 문제이며, 누구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무슬림들

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고,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

로 누군가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법을 위반한다면, 해당 국

가의 법률 집행 기관이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종교를 이유로 저지른 악행은 유일신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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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

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이슬람은 우리가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회, 정부 혹은 어떤 집단

이 우리의 종교 활동을 박해하는 경우라도, 상황이 다시 우리에게 유리

해 졌다 하더라도 어떤 악의나 적의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의와 공정을 확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알라(하나님)를 믿는 자여! 알라(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정해

야 하며, 적대감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공정해야 하며, 정의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

고 알라(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알라(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 (ch. 5: v. 9)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적에 대해

서도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초기 역사

를 보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정의 수호의 의무를 

잘 준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메카의 

승리Victory of Makkah이후 이슬람 선지자들(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세계 위기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                                                                                  31  

평화를)은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쟁에서 적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때에만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평화만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

엇이었든지 간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 깊게 통찰해 볼 때 오

직 한 가지 이유만이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그 것이 우선 정의가 올바

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진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불

이 사실은 완벽하게 진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디선가 천천히 타오르

고 있었으며, 종국에는 큰 화염이 되어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의 재앙

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쟁이 또 다른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게

다가 현재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란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

다. 탐욕이 적대심을 키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탐

욕은 영토 확장, 천연 자원 장악 혹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 과시 등으로 

발현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기득권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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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휘두르는 잔혹한 폭군의 손에서 혹은 침략국의 손에서 잔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로는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신음이 외부 세계에까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들은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고 배웠습니다. 그 것은 고통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자

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교우들Companions of the 

Prophet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가르침은 이해가 되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선지자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유일신의 심판을 받는 일이므로 그가 악행을 더 이상 저

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행을 저지

른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합

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부터 세계적 차원에 이르

기까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코란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두 집단이 싸운다면, 그 둘 사이를 화해시켜라;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다른 한쪽을 괴롭힌다면 괴롭히는 쪽이 알라(하나님)의 뜻

에 따를 때까지 괴롭히는 쪽에 대항해라. 그리고 서로 간에 평화를 

되찾았다면, 공정하게 대하라. 알라(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정의

를 사랑하신다. (ch. 49: v. 10)

이는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이지만,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이 



세계 위기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                                                                                  33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만약 정의의 원칙을 준수했음에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모두 힘을 모아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 

자에 맞서야 하며,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 자가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 자가 평화를 

받아들이고 정의의 원칙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복수하거나 제약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을 동원해 그를 감시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몇몇 국가들의 처해 있는 불안한 상황들을 종식시키려면(안타깝게

도 이 중에는 무슬림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연합UN에

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정의가 준수되

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강대국들에 도움

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정의

를 수호했고 이런 점이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여

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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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 재건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원칙은 타인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짧은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것(현생에서의 화

려함)을 탐하지 말라. 그 것에 의해 그들이 심판 받을 수도 있다. 

(ch. 20: v. 132) 

    

타인의 것에 대한 탐욕은 세계를 불안에 빠트릴 뿐입니다. 개인적 차원

에서 볼 때 속담에도 이르듯이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애쓰는 행위는 탐

욕을 부추기고 사회적 평화를 파괴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탐욕스러

운 경쟁은 세계 평화를 파괴합니다.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이

며,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부에 대한 탐욕이 질투와 탐

욕을 키우며, 이는 상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유일신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살피고, 

그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땅을 빼

앗고자 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나는 천연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

다. 국가의 성장과 세력 집단의 형성은 몇몇 국가의 천연 자원을 이용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정부 자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저자들이 일부 국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자

원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

다. 책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는 책을 집필한 저자와 유일신만

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자원을 통제 당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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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국가 독자들의 마음에는 고통과 고뇌가 자리잡게 되며, 이는 테러리

즘 혹은 대량살상무기WMD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 보다 이성적이고 교육 수준 또한 높은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높은 수

준의 학식을 갖춘 지식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이와 같은 지식인들이 세계적인 연구 센터에서 일하기도 합니

다. 따라서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끔찍한 전

쟁을 유발시키는 악한 생각들과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신께서 선물해주신 지성과 과학을 인류를 개선하기 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신께서는 각 국가에 천연 자원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고 우리는 이

를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신께서는 많

은 국가에게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후와 환경을 선

물해 주셨습니다. 현대적 농업 기술의 혜택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구상에서 기아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자원을 개

발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들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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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합니다. 이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유일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일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는 자신의 전령messenger을 사람들에게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이 유일신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

다. 또한, 유일신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가 허락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상과 처벌은 사후에 받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

다. 그러나 유일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유일신의 피조물들이 잔

인하게 희생되거나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무시된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에서도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에 지나치게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대응 자세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평정하는 진정한 방법은 가난한 국가들이 그들의 지위를 인

정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주요한 쟁점은 경제 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 문제 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

니다. 코란에 따르면 이자는 가정, 국가 및 세계 평화에 위험이 되는 폐

해이기 때문에 이자를 추구하는 행위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슬

림들은 이자를 추구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사탄의 꾐에 빠지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자로 얻은 소득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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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므로 사탄의 꾐에 빠지지 않으려

면 이자를 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한 코란에 따르면 이자를 추구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 

그런 경우는 유일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용 경색 문제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코란의 가르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만, 그들은 그 부동산을 한 번 소유해 보지도 못한 채 

부채를 떠안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막대한 부

채를 떠안고 있는 정부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부도를 당하고 있으며, 몇몇 은행 혹은 금융 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구

제 금융의 지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구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보다

도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금자

들의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예금자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가정과, 사업가 그리고 정부 지도자의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입

니다. 

작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유일신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방향으로 세

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일신께서는 이런 상황이 종국에 어떤 결과

로 귀결될 것인지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유일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고 건전한 교역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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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리고 자원이 공정한 방법으로 적절한 곳에 사용될 때에만 평화

가 가능하다. 

유일신께 귀의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슬람교의 교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일신께서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를 바라며, 그렇게 될 때에만 그들이 타인에 대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

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제 연설에 귀 기울여주신 모

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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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군 준장 아로이스 바흐Alois Bach와 5대 칼리프 
하드랏(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
시길)

독일 군사령부에서 5대 칼리프 하드랏(전지전능하신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의 연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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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

자비로우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군사령부에 저를 초청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야

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

해드립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칼리프

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

실, 이슬람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오늘 주어진 시

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

고,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연설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저는 독일에 있는 저

희 공동체의 대표National President인 압둘라 와지샤세르Abdullah Wagishauser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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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

야기 할지 마침내 결정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잠시 동

안 여러분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관련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

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짧은 어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아름다우

며,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구의 진정한 의미

와 이 것이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록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부터 여러분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의 기본 원칙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거나 이중 잣대

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진실성과 정직의 

바탕 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외면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면의 것

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특히 중요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

해 진정한 충성심과 신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충성심과 신의는 해

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시

민권을 얻은 사람 혹은 이민자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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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은 매우 훌륭한 자질이며, 이와 같은 충성심의 최고 경지를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유일신의 선지자들 이십니다. 그들의 유일신과의 유대

관계와 사랑은 매우 깊었으며,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유일신의 명령에 

복종했고 그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일신께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며, 그들의 충성심이 

고결한 것임을 증명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성

심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충성심’의 진정한 의

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충성심’의 정의 및 진정한 의미는 비록 어

려움이 따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명백하게 실천하는 것입니

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입니다. 코

란에는 무슬림들이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모든 행동은 유일신과의 약속이

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유일신과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과 약

속을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유일신과 종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

슬림들은 유일신께 충성해야 한다는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일

신과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

성과 법의 수호에 대한 약속은 무슬림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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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종교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

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선

지자 무함마드 (그에게 평화를)께서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믿음의 일부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슬람은 진정한 애국심을 믿음의 요건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유일신을 사랑하려면 자신의 국가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논

리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은 이슬람교의 교리의 일부이며, 모든 무슬림들이 자

신이 선택한 국가에 대해 진심 어린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유는 그래야만 유일신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한 무슬림이라면 결코 유일신을 섬기는 그의 마음이 국가에 대한 사랑

과 충성심에 장애가 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은 현재 세계 몇몇 국가에서 종교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종교적 권리를 박탈

당한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여전히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

성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중 한가지 예가 바로 파키

스탄입니다. 안타깝게도 파키스탄 정부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Ahmadiyya Muslim Community에 반대하는 법을 재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반아흐마디야법Anti-Ahmadiyya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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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아흐마디 무슬림Ahmadi Muslim은 법에 따라 무슬림이 아닌 것으로 선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흐마디 무슬림은 그들을 무슬림이라 부를 수 없

게 되었고, 무슬림들의 방식대로 유일신을 숭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슬람교의 관습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아흐마디

야 무슬림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아흐마디 무슬림이 파키스탄의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국가에 충성할 수 있을 것인

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별개로 보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흐마디 무슬림은 종교는 개인이 결정할 문

제이며, 믿음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이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박해이고 잔인한 행

위입니다. 사실상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박해가 늘 존재해왔으며, 이는 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인들도 종교 박해의 대상이었으며, 그 결

과 수 많은 유럽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양식 있는 

역사학자들과, 각국 정부 및 여러 사람들은 이 것을 종교 박해라 판단

했고, 매우 잔인한 행위로 규정지었습니다. 이슬람은 그러한 극단적 상

황 속에서 박해를 피해 자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고장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

불어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실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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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되며, 국가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

니다.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여

전히 파키스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그

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차별과 박해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들은 국가

에 대한 충성심과 신의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

에 종사하든 혹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흐마디 무슬림들

은 국가의 발전과 건승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아흐마디야에 반대하는 자들은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파키스

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 한 번도 이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흐마디 무

슬림들은 파키스탄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언제나 그 선봉에 있었으며, 국가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흐마디 무슬림들

은 그 누구보다 더 잘 법을 준수했습니다. 아흐마디 무슬림은 진정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는 진정한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관련된 코란의 또 다른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

은 것과 반역과 관련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아

름다운 특징 중 한가지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사건이 정

점에 다다랐을 경우에 대해 주의하라 하기 보다는 그러한 심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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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는 전조가 되는 혹은 밑바탕이 되는 보다 작은 사안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슬람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어떤 문제든지 더 이상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

해지기 전에 문제 발생 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 의해 국가에 큰 해가 초래될 수 있는 행위인 돈에 대

한 탐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정

도로 물질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에 불충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어 종국에는 국가를 배반하는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랍 어휘 중에 

bagha(바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해를 입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옳지 못한 행위 혹은 타인에

게 해가 되는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사

기를 저지르거나 부정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

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와 같이 행동하는 자는 충성스

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충성심이란 높은 수준의 도

덕적 가치와 결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충성심이 결여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이슬람교는 언제나 유일신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행위만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언제나 유일신을 기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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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수 있는 행위만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의 교

리에 따르면, 유일신께서는 한 국가에 대해서든지 혹은 정부에 대해서

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배반 혹은 반역 행위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국

가 혹은 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 내부적으로 반역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이는 외부적 반대를 부채질하며,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무질서를 이용하

려는 움직임이 외부로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 국가에 

대한 불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

에서 언급한 bagha(바가)에는 국가에 위해가 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

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에 소속된 개개인의 인내와 도덕성 및 법

률 준수 등의 요건을 기초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국가의 대부분의 정부는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따

라서 어떤 사람 혹은 그룹이 정부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들은 민주적

인 절차에 따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때 개

인적인 이해 혹은 선호에 따라 투표해서는 안되며,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투표 할 때에는 국가가 보

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을 기반으로 투표

권을 행사해야 하며,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투표하거나 혹은 자신

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위해 투표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 혹은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

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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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고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정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슬람교의 교리이며, 국가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코란의 4장 59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신

뢰해야 하며, 어떤 사람을 두고 판단할 때 정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결

정을 내려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충성할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정부에 권력이 주어져야 

하며,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데모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

다. 특히 몇몇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시위자들이 국유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유 재산까지 파손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

가를 위한 행위라며 합리화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는 국가에 대한 

사랑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는 시위 혹은 

파업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매우 평화적으로 열린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

다. 평화로운 시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위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

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시위 혹은 파업

과 같은 방법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실현하는 예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Jama‘at의 창시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경우라도 무슬림은 알라(하나님)와 선지자들 그

리고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코란의 가르침과 일치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위 혹은 파업을 허락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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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가 및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또 다른 한가지 의문점은 무슬림이 서구 국가들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만약 입대가 허락된다면 무슬림 

국가 공격 시에 이에 가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적용할 수 있

는 기본적인 이슬람의 원칙은 누구도 잔인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

다는 원칙입니다. 무슬림이라면 이러한 교리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

할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가 자신이 행한 잔인한 행위 혹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의해 혹은 먼저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공격을 당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며 코란에 따르면 무슬림 정부가 침략 행위를 중지시켜

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잔인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잔인한 행위를 중

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침략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스스로 개혁을 통해 평화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당하거나 혹은 예속되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인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야 합니

다. 이를 통해 군사적 야망이 기득권 확보 보다는 평화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슬람은 무슬림이든지 무슬림이 아니든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

이 잔인한 행위와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합

니다. 필요에 따라서 탄압을 막을 목적으로 비무슬림 국가가 무슬림 국

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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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러한 비무슬림 국가의 행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다른 국가가 

잔인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 된다면, 무슬림 군인은 그들이 어느 나

라 군대에 속해 있든지 간에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며 평화 구축을 위

해 필요하다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부정한 이유로 다

른 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면, 그리고 침략자가 되려 한다면, 무슬림 군

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그 군대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침략 행위를 돕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에서 군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것이 국가에 대한 불충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대를 떠나는 것

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러나 만약 강제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군대를 자의

적으로 떠날 수 없는 경우,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무슬림이라면 해당 국

가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은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

며, 침략 행위에 공조해서도 안되므로, 그는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할 것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국가에 대한 사랑

과 충성심에 대한 일면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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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국

적과 종교 그리고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살고 있

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도자들

이 고통과 좌절을 초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진실

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

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당함과 잔인성을 퇴치하고, 대신 진정한 정의 구

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

리를 창조하신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충성

심이 유일신에 대한 신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실현되기만 한

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 가장 고결한 충성심

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제 연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유일신의 은

총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일에도 유일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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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2년 3월 24일 제 9회 연례 평화 심포지엄이 영국 몰든Morden에 위치

해 있는 서유럽 최대의 모스크인 바탈 프트흐 모스크Baitul Futuh Mosque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장관, 대사, 상원 및 하

원 의원, 영국 시장, 정부 고위 관리,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내빈 등 

약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2012년 올해의 주제는 ‘국제 평화’ 였습니

다.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께서 제 3회 

‘평화 증진을 위한 아흐마디야 무슬림상Ahmadiyya Muslim Prize for the Advancement 

of Peace’을 영국 SOS 어린이 마을SOS Children’s Villages UK의 대표에게 수여하셨

습니다. 이 단체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 넘치는 가정을’이라는 비전을 

실천하며 전 세계 고아 및 유기 아동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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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와 

절대적 정의의 필요성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전해드릴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 심포지엄Peace Symposium’ 행사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

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행사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가 매년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공동체가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 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

도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주셨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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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 세계 평화에 대한 바

람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구축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전 세계가 사랑과 우정으로 가

득 채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인들 대부분의 바람이기

도 하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바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 

국적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이 자

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희 공동체는 매년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세계 평화의 구축이라는 우리의 공통

된 소망과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통해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왔습니다. 또한, 저는 정

부 고위 관리 혹은 정치인들께 가능한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평화의 메

시지를 전 세계 구석구석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평

화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매우 높은 수준의 고결한 도덕적 가치관이 정

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파괴와 혼란으

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하는 길은 사랑과 공동체 정신 뿐이며 우리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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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조물주이신 유일한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조물주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피조

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일신의 피조

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유일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으며,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저희를 움직여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키

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 심포지엄은 

저희가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기울이는 많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세계 평화 구축이라는 숭고

한 바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고통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

으며, 오히려 그 상황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국민들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통치자들이 그들의 국민

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이 무정부 상태와 무질서를 부추기

고 그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악행을 저지르며, 무차별적으로 아무 잘

못 없는 여성, 아동 그리고 노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

서는 정당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 노력하기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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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정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국가 혹은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호시탐탐 탐내

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실정이 이렇지만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 일원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것은 우리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위 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입

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와 함

께 할 때에는 우리 의견에 동의했던 정치인들조차도 자신의 진심을 솔

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의를 따르도록 종용 받았거나 혹은 

다른 강대국이나 정치적 동맹국들로부터 외압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종교, 국적, 인종을 초월한 사랑, 연민, 형

제애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러한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말

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원하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 

혹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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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년 전, 바로 이 곳에서 여러분께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

법에 대해 연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 저는 또한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와 관련해 제가 친애하고 존경하는 친구인 로드 에릭 에이브버리Lord Eric 

Avebury가 제가 했던 연설을 국제 연합에서 했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

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그의 고결한 성품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설 혹은 강연을 하고 그 것을 경청하는 것 만으로 세

계 평화가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적 정의와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성서 코란의 42장 

136절에 이와 관련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과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

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자기 

자신,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 혹은 친구에 반하는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 피하지 않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개인의 이

해관계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영향력과 부를 기반으로 하는 불공정한 로

비 활동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사들은 정직해

야 하며,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것만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혹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를 보면 어떤 연설이나 발언에 대한 찬

사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사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정 사항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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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의 및 민주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먼 힘있는 자들의 압력이나 로

비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

으로 연설한들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며, 외부 세계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모든 노력을 포

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득권을 가진 

그룹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 지구적 차원의 정

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세계는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와 균형을 누릴 수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불의 및 잔인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그들과 똑같

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큼 효과를 발휘하고 영향

력을 갖는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평화를 향한 노

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저는 종교 및 국적을 떠나 그

리고 인간적 가치 향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오늘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

시어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킬 수 있으며 언젠가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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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때는 유일신께서 유일

신의 작정God’s Decree에 따라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라는 사실

을 반드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행하기 시작하시면 유일신의 진노로 인간이 진정 무서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일신의 작정이 작동되기 전에 인간

이 스스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유일신의 작정이 가장 무섭게 발현되는 형태가 바로 3차 세계대

전일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된다면 그 전쟁의 피해가 

우리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영향

을 끼칠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

어난 새로운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 무기

들은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적 결함이나 

신체 결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공격을 받았던 일본은 핵전쟁의 끔찍한 결과

를 실제로 체험한 국가입니다.  일본을 방문해 보면 일본인들의 눈빛에

서 그리고 일본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두려워하

고 혐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공격에 사용되었

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던 그 핵폭탄은 지금 비교적 작은 국가들이 소

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비교하면 그 위력이 훨씬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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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전쟁이 있은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새

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당시 원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총상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원폭의 사선 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즉시 사망하거나 

조각상처럼 굳어버릴 것이며, 피부가 녹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과 음식, 식물들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어떤 질병이 발생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방사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질병이 발생될 확률은 더 높을 수 있으며, 후

세들이 더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단지 그 전쟁에 국한되

지 않으며 그 여파가 세대를 타고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전

쟁의 현실적인 영향력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들이 고안해 낸 무

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것을 전 세계를 위한 선물이라고 묘사하

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은 부

주의한 작동 혹은 사고 발생 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괴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태를 통해서 그

리고 작년 일본에서 발생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붕괴 

등의 사고를 통해 그러한 재난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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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위험했고, 국가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되면, 오염된 지역을 다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경험한 일본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전체

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되면 사망자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고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

본에서 약 3백만 명이 사망했고,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망자 수가 일본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일

본인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클 것입

니다.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기간 동안 일본에 2개의 원

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 대를 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건하면서 일

본의 국가적인 위대함과 회복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다

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아마도 한 나라 일부가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줄잡아 계산한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는 약 6200만 명으로, 이 중 

4000만 명이 민간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전쟁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충격적

인 결과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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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물론 이 때는 영국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때이므로 영국의 식

민지들도 영국을 대신해 싸웠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의 사망자까지 더

한다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만 160만 명이 목

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전

쟁이 발생된다면 그 옛날 대영제국을 위해 싸웠던 영국의 식민지들이 

이제는 영국의 적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약소 국가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

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핵무기가 자신들이 저지를 행동

의 결과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기를 거부하는 자

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결과를 전혀 걱정하

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따라서 세

계 강대국들이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약소국들이 느끼는 좌절

감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걷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파

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세계도 파멸

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의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대 사령관중 한 사람이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핵전쟁이 아시아 등이 아닌 유럽 

국경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핵전쟁의 위협이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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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서 발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그의 견해를 개

인적인 견해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

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전쟁이 발생된다면, 아

시아 국가들도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는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인 모사

드Mossad의 은퇴한 고위 관리의 의견입니다. 미국 TV 채널 CBS와의 인

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면 그 전쟁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는 전

쟁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전쟁이 발생된다면 아마도 핵전쟁으로 귀결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제가 최근 읽은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치적 그

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1932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국가의 국민들의 경우 이미 자기 나라 정치인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

음을 상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

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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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현

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불의를 일삼

는 무슬림 국가들은 하루 빨리 자신들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아

넣을 것이며 자신의 조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입

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일원들은 이와 

같은 재앙으로부터 전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라(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시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영적 지도자Imam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그에게 평화를)의 가르침을 따르며, 현재 전 세

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를 파멸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

든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 지도자

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교황 베네딕트P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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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dict께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은 아흐마디 대표에 의해 직접 

교황께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신을 통해 교황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파의 지도자이시므로, 교황께서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제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매

우 위험한 수위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베냐민 네탸

나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흐메딘에자드Mahmud 

Ahmedinejad 이란 대통령께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전 인류

를 위해 적대감과 무모함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

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또한 최근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께도 서신을 보냈으며, 

전 세계 평화와 조화의 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른 국가의 수장 및 지도자들에게도 서신을 발송할 계획

입니다.

저는 각 지도자님들께서 제가 보낸 서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 혹은 

제 서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서

신에 대한 반응이 어떻든 간에 저는 수 많은 아흐마디 무슬림을 대표하

는 정신적 지주이자 칼리프로서 위험에 빠진 전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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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와 같이 서신을 쓰는 것은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

기 때문이 아니며, 인류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에 의해 우리에게 

보내지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가 인

류애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선지자(그에게 평화를)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거나 의아해 하실 것입니

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와 같은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면 왜 무슬림 

테러집단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무슬림 정부들이 자신의 기득

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대량 살상하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행은 이슬람의 가르침

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극단주의 

혹은 테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그에게 평화를)를 메시아이자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

서 인도하신 개혁자)로서 저희에게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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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신께서는 진정한 코란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유일신과 

인간의 돈독한 관계 형성을 위해 우리에게 메시아(그에게 평화를)를 보

내셨습니다. 유일신께서는 인간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우리에

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보내셨습니다. 유일신께서는 온갖 종류의 종

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유일신께서는 모

든 종교의 선지자들과 창시자들에 대한 경의, 존엄 및 영광을 위해 우

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일신께서는 높은 수준의 도

덕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사랑, 연민, 형

제애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아흐마디 무슬림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

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동

조하지 않으며, 잔인한 무슬림 독재자에게도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구 강대국들도 우리의 본보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

는 대상은 이슬람의 창시자이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뿐이

며, 저희는 코란의 내용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이번 평화 심포지엄을 통해 전 세계에 사랑, 연민, 은혜 및 평화에 

대한 이슬람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무슬림이 이슬람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

어놓았으며, 그들은 잘못된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

두 이들이 진정한 이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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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다른 무슬림들의 마음

에 상처를 입히고 이들을 잔인한 희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란은 무슬림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경건하고 신성한 성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코란을 훼손하고 불태우는 행위는 무슬림의 마음에 큰 상

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

이 이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

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건은 한 미군이 코란에 대해 불경을 저질러 무

고한 여성과 아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프랑스 남

부에서 한 프랑스 군인이 무자비한 살인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학교에 난입해 다시 3명의 유대인 아이들과 한 명의 선

생님을 살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절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및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잔인한 행위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행동들

이 이슬람 반대주의자들의 증오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저지르는 행위에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작은 

규모로 발생되는 야만적 행위들이 개인적 적대감이나 원한에 바탕을 두

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몇몇 정부가 국내적 및 국

제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당한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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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 세계 평화가 실현되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먼저 올바른 

정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전 인류를 살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기

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형태로든 잔인한 행위나 탄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무슬림으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것은 절대

적이며 예외 없이 적용되는 유일신의 명령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어떤 

국가 혹은 사람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

을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나 경쟁자가 복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란이 우리에

게 내린 또 다른 중요한 계율은 타인의 부 혹은 자원을 탐욕이나 질투의 

눈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항이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사

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중

요한 사항들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제가 말씀드린 점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그래야만 부정하고 부정직한 사

람들에 의해 피폐해지고 있는 이 세계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아 죄송스럽습

니다. 하지만, 세계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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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더 늦기 전

에 이 시대의 요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연설을 끝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년을 기념하는 나흘간

의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115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

드 쥬빌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때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께서 빅토리아 여왕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

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께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달했고, 또한 영국 정부 안녕과 여왕님의 장수에 대한 기도의 메시지

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아(그에게 평화를)께서는 영국 정부의 최대의 장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오늘날 영국이 더 이상 아대륙Sub-Continent을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종

교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영국 사회와 법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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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에 다양한 종교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주셨으

며, 모두 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우

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예입니다. 

오래 전에 메시아(그에게 평화를)께서 빅토리아 여왕께 전해 드렸던 것

과 같은 말씀과 기도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며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즉

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

니다: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찬 저의 축하 인사가 친애하는 여왕님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여왕님께서 언제나 행복하시

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그에게 평화를)께서는 빅토리아 여왕께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

셨으며, 저도 엘리자베스 여왕께 그 것과 같은 기도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고 고결하신 유일신이시여! 우리가 여왕님의 자비와 친절함

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께서도 당신의 영광과 

은총으로 여왕님께서 영원히 행복하시게 해주소서. 또한, 우리가 

여왕님의 너그럽고 정의로운 통치 하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처

럼 여왕님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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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흐마디 무슬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사랑과 애정과 형제애를 보

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

니다. 

평화로 가는 길 - 공정한 국가들 간의 관계
The Path to Peace — Just Relations Between Nations

미국 의회, 미국 워싱턴 D.C., 2012

Capitol Hill Washington, D.C., U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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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미국 워싱턴 D.C., 2012

Capitol Hill Washington, D.C., USA, 2012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
를 도우시길)와 최초의 무슬림 국회의원 키이스 엘리
슨Keith Ellison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
를 도우시길)께 미국 국기를 선물하는 미 하원 민주당 
의원 브래드 셔맨Brad Sherman

미국 의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계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
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미국 의회에서 기도하고 계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미국 의회를 돌아보고 계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역사적인 연설을 끝마치고 미국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과 함께 미국 의회를 걷고 있는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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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2년 6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Capitol Hill에서 아흐마디

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칼리프이자 메시아의 5대 계

승자이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께서 상하원 의원

님들과 대사님들, 백악관 관계자 여러분들, NGO 및 종교 지도자님들, 

교수님들, 정치 자문관님들, 고위 공직자님들, 각국 외교단, 국방부 관

계자님들과 기자님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자

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를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성하께서는 미국 의회를 돌아보

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하원은 성하의 방문에 경의를 표하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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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의 도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칼리프이자 정신적 

지도자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께서 워싱턴 DC 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세계 평화, 정의, 비

폭력, 인권, 종교의 자유 및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합

니다.  

미국 의회 참석자 명단:

◆로버트 케이시Robert Casey 상원의원 (민주당 펜실베니아)

◆존 코닌 상원의원John Cornyn (공화당 텍사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캘리포니아)

◆케이스 엘리슨Keith Ellison 하원의원 (민주당 미네소타)

◆브래들리 셔맨Bradley Sherman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프랭크 울프Frank Wolf 하원의원 (공화당 버지니아)

◆미쉘 혼다Michael Honda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티모시 머피Timothy Murphy 하원의원 (공화당 펜실베니아)

◆자네트 슈미트Jeannette Schmidt 하원의원 (공화당 오하이오)

◆제니스 한Janice Hahn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제니스 샤코브스키Janice Schakowsky 하원의원 (민주당 일리노이)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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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라 잭슨 리Sheila Jackson Lee 하원의원 (민주당 텍사스)

◆개리 페터Gary Peters 하원의원 (민주당 미시간)

◆토마스 페트리Thomas Petri 하원의원 (공화당 위스콘신)

◆아담 쉬프Adam Schiff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미가엘 카푸아노Michael Capuano  하원의원 (민주당 메사추세츠)

◆하워드 베르만Howard Berman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디 추Judy Chu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안드레 칼슨Andre Carson 하원의원  (민주당 인디아나)

◆로라 리차드슨Laura Richardson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로이드 포Lloyd Poe 하원의원  (공화당 텍사스)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하원의원  (민주당 메사추세츠)

◆브루스 브레일리Bruce Braley 하원의원  (민주당 아이오와)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 하원의원  (민주당 오하이오)

◆트렌트 프랭크Trent Franks 하원의원  (공화당 아리조나)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하원의원  (민주당 코네티컷)

◆행크 존슨Hank Johnson 하원의원  (민주당 조지아)

◆제임스 클리번James Clyburn 하원의원  (민주당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카리 쿠르투 스티븐Bockari Kortu Stevens, 주미 시에라리온 대사

◆ 카트리나 랜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소속

◆팀 케인Tim Kaine, 전 버지니아 주지사

◆수잔 버크Susan Burk,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핵 비확산 특별대표

◆수잔 존슨 쿡Suzan Johnson Cook,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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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 알이아라마Khaled Aljalahma, 주미 바레인 대사

◆잔 프랑스와 랑소메Jean-Francois Lantheaume, 주미 교황청 대사관 대사

◆사라 알- 오자일리Sara Al-Ojaili, 주미 오만 대사관 연락 담당

◆살림 알 킨디Salim Al Kindie, 주미 오만 대사관 제1 서기관

◆포지아 파야즈Fozia Fayyaz, 주미 파키스탄 대사관

◆사이다 자이드Saida Zaid, 주미 모로코 대사관 고문

◆나벨 뮤니르Nabeel Munir, 유엔 파키스탄 대표부 소속

◆로세프 렌글리Josef Renggli, 주미 스위스 대사관 장관- 고문

◆알리시아 아이레스Alyssa Ayres, 미국 국무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

◆칼 인더퍼스Karl Inderfurth, 국제전략연구소 미국-인도 정책 연구 고문

◆도널드 캠프Donald A. Camp, 국제전략연구소 부장

◆재키 월코트Jackie Wolcott,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이사

◆ 아지자흐 알 하이브리Azizah al-Hibri,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위원

◆이사이아 레그렛Isaiah Leggett, 메릴린드 몽고메리 카운트 행정장

◆ 빅토리아 알바라도Victoria Alvarado,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이사

◆이마드 딩 아흐마드Imad Dean Ahmad, 미나레트 자유위원회, 이사

◆자이나브 알와니Zainab Alwani, 하워드 대학교 이슬람 연구 부교수

◆ 데보라 베레딕트Deborah L. Benedict,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 및 이민 담

당 법률고문

◆로라 베르그Lora Berg, 미국 국무부, 무슬림 커뮤니티 특별 담당 고문

◆찰스 버터워스Charles Butterworth,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존 크로신John Crossin, 목사,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일치사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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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가일Franz Gayl, 미해병대, 수석 과학 고문

◆수 루라와데나 본Sue Gurawadena-Vaughn,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동   

  남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이사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국제사면위원회 부국장

◆티 쿠마르T. Kumar, 국제사면위원회 인터네셔널 애드보커시 이사

◆조지 레벨탈George Leventhal,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의원

◆ 아메르 라티프Amer Latif, 국제전략연구소 미국-인도 정책 연구, 방문 

연구원

◆팀 렌더킹Tim Lenderking, 미국 국무부 파키스탄 데스크 오피스 이사

◆잘알 말리크Jalal Malik, 미국 국무부 대외협력부 소속

◆나비드 말리크Naveed Malik, 미국 국무부 대외협력부 소속

◆ 달리아 모가헤드Dalia Mogahed, 무슬림 연구 갤럽 센터, 수석 애널리스

트겸 이사

◆폴 몬테리오Paul Monteiro, 백악관 대중참여부, 이사

◆데이비드 콴탁David Quantock, 소장, 미군

◆티나 라미레즈Tina Ramirez, 베켓종교자유재단 국제기구관계 이사

◆라비 데이비드 사퍼스타인David Saperstein, 유대교 종교 행위 센터 고문

◆알퐁스 스티븐슨Alphonse Stephenson, 주방위군국 준장

◆ 녹스 토마스Knox Thames,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정책 연구 

이사

◆에릭 트리니Eric Treene, 미국 법무부 종교 차별 특별 고문

◆한센 아바스Hassan Abbas, 미국국방대학교 지역 분석 연구부 교수

◆말리크 시라지 아크바Malik Siraj Akbar, 민주주의 재단, 레이건- 팟셀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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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아사다Matthew K. Asada, 공화당 게리 페터  의원 인턴

◆스테이시 버뎃Stacy Burdett, 반인종주의연맹, 정부 및 국제 문제 이사

◆ 엘리자베스 카시디Elizabeth Cassidy,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정

책 및 연구부 부차장

◆ 애미 추Aimee Chiu, 미국이슬람평의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이사

◆코르넬리오 크레민Cornelius Cremin,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

◆사다난드 듀메Sadanand Dhume,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리차드 카트로Richard Gathro, 워싱턴 D.C 나약 대학교 학장

◆조 지리보스키Joe Grieboski, 종교 및 공공정책 협회 회장

◆사라 지리보스키Sarah Grieboski, 종교 및 공공정책 협회 소속

◆맥스 그로스Max Gross, 조지타운 대학교 외래 교수

◆라이즈 하이데르Riaz Haider, 조지타운 대학교 외래 임상 교수

◆후마 하크Huma Haque, 대서양 위원회 동남아시아 센터 소속

◆제이 칸사라Jay Kansara, 힌두 아메리카 재단 소속

◆하미드 칸Hamid Khan, 미국 평화협회 소속

◆발레리 커크패트릭Valerie Kirkpatrick, 국제 인권 감시 단체 소속

◆알렉스 크로네메르Alex Kronemer, 유니티 프로덕션 재단 소속

◆폴 리벤Paul Liben,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애미 릴리스Amy Lillis, 미국 국무부 외무 담당 서기관

◆그라함 메이슨Graham Mason, 앨리스 슈와츠 공화당 의원 법률 고문

◆로렌 마코에Lauren Markoe, 종교 뉴스 서비스 소속

◆단 메리카Dan Merica, CNN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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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몬트빌Joseph V. Montville, 메리맥 대학교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연

구원

◆아론 메이어Aaron Myers, 프리덤 하우스 소속

◆아티아 나사르Attia Nasar, 미 국 국무부 소속

◆멜라니 네제르Melanie Nezer, 미국 시계협회 소속

◆엘리어트 파리스Elliott Parris, 부이주립대학 소속

◆졸 피나John Pinna, 미국 이슬람 평의회 소속

◆아리프 라피크Arif Rafiq, 중동협회 소속

◆마야 라이라트남Maya Rajaratnam, 국제사면위원회 소속

◆레이첼 사우어Rachel Sauer, 미국 국무부 소속

◆제로메 사셀Jerome Schiele, 부이주립대학교 소속

◆사만타 슈니처Samantha Schnitzer,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지부 소속

◆ 메리 호프 슈웨벨Mary Hope Schwoebel, 미국 평화 협회 국제 분쟁 관리 및 

평화 구축 아카데미 소속

◆사라 슐레진저Sarah Schlesinger, 베켓종교자유재단 소속

◆프랭크 셀린Frank Sellin, 미국 국무부 소속

◆안나- 리 스탕글Anna-Lee Stangl, 세계 기독교 연대 소속

◆칼린다 스테판슨Kalinda Stephenson,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조르단 타마Jordan Tama,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숀 탄돈Shaun Tandon, AFP 통신 소속

◆빌헬무스 볼켄버그Wilhelmus Valkenberg, 미국 카톨릭 대학교 소속

◆안소니 반스Anthony Vance, 대외문제 담당 이사, 바하교 

 ◆지하드 살레 윌리암스Amelia Wang, 미국 이슬람 구제 조직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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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멜리아 왕Amelia Wang, 주디 추JudyChu 하원의원  스태프

◆모 샤르마Moh Sharma, 주디 추    Judy Chu 하원의원 인턴



미국 의회 - 하원 결의 709
U.S. Congress—House Resolution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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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대 의회 2D 세션

하원 결의 709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신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칼리프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을 환영하며, 세계 평화와 정의, 비폭력, 인권, 종교 자유 및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하신 바를 높게 치하합니다. 

미국 하원

2012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조 로프그린Zoe Lofgren(그녀를 포함한 셔맨Sherman, 

버지니아주 코놀리Connolly, 힌케이Hinchey, 이슈Eshoo, 스파이어Speier, 리

차드슨Richardson, 쉬프Schiff, 샤코스키Schakowsky, 혼다Honda, 울프Wolf, 피터

스Peters, 덴트Dent, 추Chu, 베르만Berman, 아리조나주 프랭크Frank, 텍사스

주 잭슨 리Jackson Lee, 슈와르츠Schwartz, 아이오와주 브레일리Braley, 맥거번

McGovern 의원)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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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안

미국 워싱턴  D. C.를 방문하신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정신적 지주이시자 지도자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

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를 환영하며, 세계 평화와 정의, 

비폭력, 인권, 종교 자유 및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하신 바를 높게 치하

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도로 구성된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정신적 지주이시자 지도자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

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께서 2012년 6월 16일부터 7월 2일

까지 미국을 방문하셨으며, 이는 매우 역사적인 방문이다.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께서는 2003년 

4월 22일 종신직인 5대 칼리프로 선출되셨다.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께서는 평화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무슬림 지도자이며, 그는 설교, 연설, 책 그리고 

개인적 만남을 통해 인류, 인권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아흐마디야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창해 오셨습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지속적으로 박해와 

폭력 등의 역경을 겪어 왔다.

2010년 5월 28일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에서 반 아흐마디야 테러리스트

들이 2 곳의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모스크

를 공격해 86명의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살해당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아흐마디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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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께서는 절대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성하께서는 인권 증진을 위해 전 세계를 순방하시며 전 세계 각국의 대

통령, 장관, 정치인 및 대사들을 만나셨다.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성하께서는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평화와 정의 

구축을 위한 방법 모색을 위해 수천 명의 미국 무슬림들과 정치 지도자

들을 만나실 예정이다.    

2012년 7월 12일 아침 성하께서는 미국 의회Capitol Hill의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Rayburn House Office Building에서 개최되는 특별리셉션에서 기조 연

설을 제공하실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 워싱턴  D. C.를 방문하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

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를 환영한다;

(2)  성하님께서 개인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개인과 세계의 정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치하한다. 

(3)  성하님께서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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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는 길

-공정한 국가들 간의 관계

자비로우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연설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양한 측

면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전부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 받은 오늘의 연설 주제는 세계 평화 구축입니

다. 사실 세계 평화 구축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평화 구축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에 

대해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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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평화와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결여

된 상태에서 다른 하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성을 갖춘 현명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

질서에 빠트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혼란이 발생되거나 평화가 깨지는 일

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

계 여러 곳에서 무질서와 평화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도 있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외적으

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정의에 기초한 정

책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혼란과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자신들은 평화 구축을 최우선으

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의 원칙이 잘 준

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 그

리고 언제든지 불공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당장 중지

해야 합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로서 저는 정의에 기반을 둔 평화의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제 소

견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순수한 종교 집단입

니다. 저희는 이슬람의 가르침대로 이 시대에 나타나 세상을 계몽해 주

시기로 되어 있으셨던 메시아Messiah와 개혁가Reformer가의 존재를 믿습니

다. 그리고 저희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의 창시자이신 하드랏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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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자 개혁가

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코란에 쓰여있는 진정

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부터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하는 세계 평화 구축과 공정한 국가 간

의 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평화 실현에 대해서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뜻을 표현해 왔고, 이

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

러분들의 창의성과 지성에 기반을 두고 평화 구축을 위한 좋은 아이디

어와 계획들을 제시해 오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와 관련해 제 

의견을 덧붙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지에 대해서 말씀드

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 구축과 관

련된 코란의 가르침을 기초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성은 완벽하지 않으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요소들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작용해 판단을 흐리고 이기심이 작용할 수 있습

니다. 결국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과 결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유

일신의 계율은 완벽하며 어떤 기득권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떤 불공정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일신께서 자신의 피조

물에 대해 오직 선의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며 신의 계율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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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가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날이 바로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갖은 노

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 정상들은 세계 모든 나라 간의 평화로

운 관계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을 창설했습니다. 국제 연맹의 주된 목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향후 

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 연맹의 규칙 및 결의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었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성 때문에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연맹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7500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무고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전 세계가 깨달음 그 이상의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과오를 본보기로 삼아 정의에 기초하여 모두

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현명한 정책을 개발하여, 세계 평화 구축에 

이바지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탄생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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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제 연합United Nations 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제 연

합의 숭고하고 중대한 목표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

습니다. 사실, 몇몇 국가의 경우 공공연하게 국제 연합이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정의에 기초한 국제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화

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코란에 따르면,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는 우

리의 국적이나 인종은 단지 구별을 위한 것이며, 특정 국적이나 인종에 

우월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란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점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그의 마지막 설

교에서 모든 무슬림들로 하여금 아랍인이 비아랍인에 비해 우월하지 않

으며, 반대로 비아랍인이 아랍인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항상 기

억하라 이르셨습니다.  

그는 백인이 흑인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이 백인에 비해 우월하

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슬람인들은 국적과 인종을 떠나 모든 사

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및 집

단 간에 조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국제 연합의 경우 특정 국가들 간에 구별이 존재합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내부적인 갈등과 불만의 원천이 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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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특정 국가들이 국제 연합의 불공정성에 종종 문제를 제

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의와 공정을 

원칙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코란 5장 3절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려면 증오와 적

대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쓰여 있습니

다. 또한 코란은 선의와 미덕은 반드시 수용하고, 죄와 부당함은 반드

시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코란 4장 136절에 따르면, ‘네가 너 

자신, 너의 부모, 혹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

는 경우라도,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

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유한 강대국들이 가난한 약소국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부

유한 강대국들이 가난한 약소국들을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될 것입니

다. 또한, 가난한 약소국들이 부유한 강대국들에게 해를 입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 둘 모두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서

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

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코란 15장 89절에 따르면 국가 간의 정의에 기반을 둔 관계의 필

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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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를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즉,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그 나라의 자원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부당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대 국가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기술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 도상국가들의 자원이나 자산

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보

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합

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

움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거나, 

이를 기득권 유지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60~70년 동안 미

국은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했습니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의 천연 자원을 탐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에 어느 한 국가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에 부정

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이 부패한 정부를 계속해

서 상대해 왔다는 점입니다. 무역 거래, 국제 원조 및 사업 계약은 계

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빈곤 국가들의 빈곤층이 좌절감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는 해당 국가의 재적 무질서와 폭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빈곤 국가들의 빈곤층이 느끼는 좌절감이 너

무도 컸기에 이들은 자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에게도 돌아

섰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악용해 순진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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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겨 그들의 집단으로 포섭했고 그들의 증오로 가득 찬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가 깨

진 것입니다. 

이슬람은 평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평

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절대적 정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실현

하려면 언제나 진실만을 증언해야 하고 타인의 부유함을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려면 선진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

정으로 이타적인 마음과 태도로 개발도상국가들과 빈곤한 국가들을 도

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잘 준수될 때 진정한 평화를 이

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위에 언급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

을 무시하고 다른 국가를 공격하고 부당하게 다른 나라의 자원을 통제

하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잔인한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 모든 조치는 정의를 바탕으

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적용 가능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코란 49장

에 쓰여 있습니다. 코란에 따르면 두 국가가 분쟁에 휘말려 전쟁을 하

려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들 국가에게 대화와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합의 및 화해에 도

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둘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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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하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하나

가 되어 그러한 침략국을 제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침략국이 패

배하여 다자간 협상에 동의하면, 모두가 합의 도출 및 장기적인 평화와 

화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하거나 가혹한 대

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불안을 조장하고 궁극

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 3 국가가 두 나라 간의 화해를 위해 중재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국

가는 진실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나라 중 한 나라

가 자신의 국가에 맞서는 경우라도 결코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거나 보복을 계획해서는 안될 것이

며, 불공평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합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이 충족되려면,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개별 국가

적인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며, 양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어떤 이득을 얻

으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혹은 양 국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떤 국가의 자원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그

러한 국가들에게 불필요하고 부당한 제약을 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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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요

약해 말씀 드리자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대의

를 위해 우리의 개인적 혹은 국가적 이해 관계를 내려놓고 온전히 정의

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이나 세

력 집단이 형성되게 되고 (사실 이미 형성되고 있는 중이며), 전 세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발생된다면, 수 세대에 걸쳐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

통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진정한 정의를 바탕으로 선의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준다면 전 세계가 미국의 노고를 칭송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람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통에 따라 행사 마지막에 묵념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묵념

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흐마디 무슬림들께서도 저를 따라 묵념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묵념을 드려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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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위원장의 환대를 받고 있는 5대 칼리프 하드랏 미
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
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유럽의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
께서 그를 도우시길)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계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필 베니온Phil Bennion 유럽의회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계신 성하 하
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
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 5대 칼리프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
 / 찰스 테녹Charles Tannock유럽 의회 아흐마디야 무슬림 그룹 의장과 성하께서 함께 앉아 계신 모습

터너 커런Tunne Kelam 유럽의회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계
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
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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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2년 12월 3~4일,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시자 메시아(그에게 평화를)의 5대 계승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길)께서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를 방문

하셨으며, 전 세계 30개국 약 300명의 청중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전

달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찰스 테녹Charles 

Tannock께서 의장을 맡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초당파적 유럽의회 그룹인 

“아흐마디야 무슬림의 친구”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유럽의

회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적이며 범유럽적 그룹으로 유럽의회에서 아

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하드랏 미

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 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

님)께서 그를 도우시길)께서는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 및 주요 인사들

과 수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럽의회 방문 기간 동안 칼리프께서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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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테녹Charles Tannock (유럽의회 의원-영국) - 유럽의회 인권분과위원회

◆터너 커런Tunne Kelam (유럽의회 의원-에스토니아) -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 클로드 모레스Claude Moraes (유럽의회 의원-영국) - 유럽의회 시민자유

위원회

◆ 바바라 로흐빌러Barbara Lochbihler (유럽의회 의원-독일) - 유럽의회 인

권분과위원회

◆장 람베르트Jean Lambert (유럽의회 의원-영국) - 유럽의회 동남아 대표단

◆필 베니온Phil Bennion (유럽의회 의원-영국) - 유럽의회 동남아 대표단

12월 4일 유럽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성하께서 기

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분간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기자들

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슬람

의 역할에 대한 BBC 기자의 질문에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

니다. “이슬람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슬

람의 모토는 모든 이를 위해 사랑하고, 그 누구도 증오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스페인 기자의 질문에는 모든 종교는 평화의 메시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할 것이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말타 공화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하께서는 아흐

마디 무슬림이 해야 할 일은 인류가 유일신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전 세계 모두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자신

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한 열쇠-세계 화합                                                                         113  

수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아흐마디 무스림 그룹의 의장과 부의장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아흐마디

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

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

께서 그를 도우시길)께 환영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유럽의회 의장이신 

마틴 슐츠Martin Schulz께서 칼리프를 만나 뵙기 위해 친히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의 친구”의 의장을 맡고 계신 찰스 테

녹Charles Tannock의장께서 “아흐마디 무슬림은 전 세계에 관용을 보여준 좋

은 예”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

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

길)께서 이 날 행사를 통해 발표하신 연설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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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열쇠 

-세계 화합

자비로우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유럽의회에서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조

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쁘

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각국 대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를 잘 알고 계신 분들 혹

은 아흐마디 무슬림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단체가 

세계 평화와 안보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사

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계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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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로서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평화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와 사랑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것이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에 새롭게 도입된 

가르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와 사랑은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

체Ahmadiyya Muslim Community가 창시되었던 때부터 줄곧 중점을 두었던 주제

이며, 저희의 모든 행동은 이슬람의 창시자이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

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의 가르침을 본받은 것입니다. 

1400년경 선지자의 시대 이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

의 가르침 잊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셨던 알라(하나님)께서 이슬

람 선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의 예언에 따라 진정

한 이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그에게 평화를)를 저희에게 보내셨습니다. 전 세계 평화 구축과 

관련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여러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측

면들이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한 기본적 구성 요소는 각 가정의 

평온함과 조화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단지 가정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며, 이는 그 지역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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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 내에서 발생된 소란

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도시의 혼란이 전 국가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

라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일면만을 다루려 해도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

며, 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평화가 깨졌을 

때 평화의 어떤 측면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처 방안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려면 오늘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늘은 평화 실현을 위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슬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불화와 혼란이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종교

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가

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평화’와 ‘안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

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교는 코란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방

법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특정한 계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세계 정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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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시겠지만 평화와 화합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제 연설과 

연관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

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현대적 교통 수단, 미디어와 인터넷 혹은 기타의 수단을 통해 다양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요 국가들의 경우 다양한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인구가 인구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현지 정부 혹은 국민들이 이들을 국가 구성원에서 제

외시키기는 매우 어렵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민자들을 줄이

고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한 국가의 시

민이 다른 국가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전히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습니다. 불법 이민을 제외하고, 특정한 이유로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

람들을 위한 국제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우 불안과 갈등이 커지

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이민자와 현지인 양쪽 모

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민자가 현지 사회에 통합을 거부함으

로써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지인의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과 아량 부족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증

오가 매우 위험한 수위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특정 무슬림의 부정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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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해 서구 국가 국민들이 종종 이슬람과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해 증오와 반감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반감과 반발이 결코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고 극단적인 수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

구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께서 무슬림도 독일의 일부라고 말씀하셨고, 영국 수상께서도 무

슬림이 영국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 있으며, 기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께서 무슬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설사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이 

적어도 우려되는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점차 증폭되면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에서 발생되는 그와 같은 갈등이 결코 서구 국

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무슬

림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과 중동 국가

들 사이에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개선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상호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

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현지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현지

인들은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이민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한다고 해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한 제약이 사람의 마음과 관점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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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는 단지 무슬림에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누구라도 

종교 혹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에 반발할 것이며 결국 전

체의 평화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 이민자와 현지인들 사

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무슬림 모두 관용을 잃어가

고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

다. 유럽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 상호 간에 종교적으

로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 내에서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무

슬림 국가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관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전 

세계 평화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충돌과 분열이 단지 종교 혹은 믿음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것은 단순히 서구 국가들과 무슬림 국

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계 

금융위기가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황이나 신용 경

색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무슬림과 아프리카인 등을 포함한 이

민자들의 유입에 신경 쓰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

은 바뀌었고, 불안한 경제 상황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화

된 경제 상황은 심지어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정 유럽 국가 국민들의 다른 유럽 국가 국민들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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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유럽 대륙을 하나로 통합했고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입니다. 따라서 전 유럽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유럽 연합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

고 유럽 국가들의 일반 국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반

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서로가 상대 국가를 보호하려면 서로에게 공정

하고 공평해야 하며, 물론 상대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공

평해야 합니다.    

유럽은 하나일 때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 통합은 

비단 유럽 자체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유럽

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화 측면에서 전 세계가 

통합되어야 하고, 비즈니스와 무역 측면에서 전 세계가 통합 되어야 합

니다. 또한 이주 및 이민의 자유 측면에서도 화합 실현을 위한 실용적

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 분열 대신 통합을 이룩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해소되고 평

화와 상호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진정

한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각 국가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

다. 화합과 통합은 이슬람에서 강조해온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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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입니다. 만약 우리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 통합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서구 국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구적

인 전 세계 평화 구축과 관련해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본격적

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진

정한 무슬림이라면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든 평화로운 사람들의 안

전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

를)께서 무슬림들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

슬람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그릇된 혐의를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슬람은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해 불의와 증오를 전파시키는 자는 벌 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이슬람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전 세

계 종교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반목과 탐욕과 권력욕으로 

인한 무질서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내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슬람의 

원칙이 준수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할 것이

며,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

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슬람의 원칙이 준수된

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진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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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이슬람의 가르침 중 하나는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자만이나 오만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

자께서 흑인이 백인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백인이 흑인에 대해 우월

하지 않다고 하셨던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럽인이 다른 나

라 국민들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사람들 또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우월하지 않습니다. 국적, 피부 색깔, 인종은 

단순히 구분을 위한 것이며 그 것이 차별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됩

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

대 강대국이라 불리는 유럽과 미국도 다른 나라로부터 소외되어 혼자서

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혹은 기타 다른 나라들도 마

찬가지로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번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를 들어, 만약 어떤 국가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

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몇 년 전에 발

생된 유럽 금융위기 혹은 세계 금융위기로, 이 금융위기가 전 세계 모

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의 과학 기술이 다른 나

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등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지적 역량을 부여해 주셨다는 점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유일신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역량을 인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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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들의 성장을 억압

하고 이들이 선진국들과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서로

에 대한 갈등과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세계 평화와 안전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한 이슬람의 또 다른 원칙은 타인에 대한 불의 혹은 권리

의 침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

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만약 보복이 필요하다면 침해 행위에 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면,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궁극적이고 진

정한 목표는 개선과 화해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누군가 잘못을 저

지르거나 불의를 행한다면, 그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불의와 똑 같은 

방법으로 훨씬 더 심하게 복수하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점

차 심화되고 있는 분쟁의 양상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강대국들은 시리

아,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사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모두 국내적인 문제들입니

다. 그리고 이들 강대국들은 정작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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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

이며,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마음에 강대국들에 대한 불만과 적의를 키

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적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언제든

지 크게 폭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노와 적의가 

폭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선진국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

칠까요? 선진국들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개발국가들에게

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직 유일신께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

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세계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국가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그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잔인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하며, 팔레스타인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혹은 다

른 나라들은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행위는 반

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증오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전 세계를 집어 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 정도는 그냥 잊힐 것이며, 보다 

끔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인명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것을 잃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은 

유럽이 나서서 전 세계를 파멸로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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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럽이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행

동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특별 대우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만약 자신이 다른 국가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려 한다면 그 크기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 사회가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 

연합UN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EU과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 혹은 저개발 국가들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

야만 전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연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

가 동등하게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권이 평화 구

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거부권이 행사되

었던 전력을 살펴 보면 거부권이 항상 억압받는 사람을 돕기 위한 옳은 

방향으로 사용되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부권이 잘못 사용되어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도

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아니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슬람의 또 다른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분노를 참아야 하며, 그

럼으로써 정의와 정직의 원칙보다 분노가 우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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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무

슬림은 언제나 이러한 원칙대로 행동했고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로부터 힐책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다른 것 같아 안

타깝습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군대와, 군대가 자

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희생자의 사체를 매우 무례하고 불경스럽게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단지 해당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무슬림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설사 

이슬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그와 같

은 사건을 구실삼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

면 평화를 이룩하려면 공정하게,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적의 없이 압제

자와 압제의 희생자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

정하게 대우 받았을 때 비로소 평화가 구축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것은 바로 타인

의 부와 자원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며, 그 것은 평화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부유한 국가가 자신

의 필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자원을 착취한다면 반감

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진국이 저개발국가를 돕는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정도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을 취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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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개발 국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이 것이 실현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저개발 국가의 지도자가 부패

했다면, 서구 국가들 혹은 선진국들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지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

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가 무엇이든 그 것은 모두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이 모두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이라면 도대체 왜 무슬림 국

가들이 그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고통 받고 있는지 의아하실 것입

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개혁자의 등장의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께서 개혁자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기회가 있을 때마

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전 세

계 모두가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나름의 방

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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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전쟁의 끔

찍한 폐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파괴와 

멸망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알라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

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다른 누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제 연설을 경청해 주신 여

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라(하나님)의 축복이 여

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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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이 서구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까?

자비로우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초대에 응해주시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

사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거나 아흐마디 무슬림과 친분을 가지

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야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은 아흐마디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

리에 참석해 주심으로써 아흐마디 무슬림을 만나고 그들의 모스크를 방

문하는 행위에 어떠한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

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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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은 아흐

마디 모스크를 방문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위험한 일로 생각하

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아흐마디 무슬림을 두려

워하지 않으며, 저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

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흐마디 무슬림을 여러분들과 같은 선량한 

사람들로 믿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오늘 행사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나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옆에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들 중에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흐마디 무

슬림은 극단주의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만

약 그들이 저희 모스크나 혹은 활동 지역에 접근하려 한다면 그들의 진

입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

니다.  

만약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일원이 극

단주의 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저희는 이들을 저희 공동체에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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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평화’와 ‘안전’으로 저희는 

이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불상사가 발생

된다면 즉각적으로 단호한 초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

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

미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이슬람의 도래는 

1400년 전 이슬람의 창시자이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그에게 평화를)께서

는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진정하고 순수한 가르침을 망각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그러한 때가 

도래 했을 때, 알라(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정한 이슬람 세계를 재

건할 개혁자로서 메시아Messiah와 마디(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

혁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아흐마디야 무

슬림 공동체의 창시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가 바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하나

님)의 은총으로 저희 아흐마디야가 날로 번영하여 전 세계 202개 국가

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서로 다른 배경과 민족성을 지닌 국

민들이 아흐마디야를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아흐마디 

무슬림임과 동시에 각 국가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 무슬림의 이슬람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충성

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와 국가에 대

한 충성심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흐마디 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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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어느 국가에 살든지 간에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국가의 가장 충성

스러운 국민일 것입니다. 저는 아흐마디 무슬림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

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흐마디 무슬림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혹은 

현지인이 아흐마디야로 개종하는 경우, 우리는 그 아흐마디 무슬림의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된 국가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흐마디는 어느 국가 국민이 되었든지 진정한 시

민으로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할 것이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가르침이며, 이는 단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유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한다

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그에게 평화를)께서는 진정한 무슬림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진정한 이슬람이라면 국가에 충성

하지 않거나 혹은 국가를 배신함으로써 믿음을 져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흐마디 무슬림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유일신을 증인으로 하여 선서합니다. 선서를 통

해 우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부와 시간과 명

예를 포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항상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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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

가 되어 있다고 선서하는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시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독일 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

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은 대부분의 무슬림이 파키스탄, 터키 혹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순간을 맞이

하게 되었을 때 독일 보다는 출신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독

일 국적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은 독일 국

민 혹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코블렌츠 군사령부에

서 연설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이

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 되어 독일이 출신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독일 국민이 된 

무슬림이 출신 국가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독일

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의도가 생긴다면, 그 무슬림은 당장 독일 시민

권 혹은 이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 하며 자신의 출신 국가로 돌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독일에 남기로 결정한다면,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독일에 대해 불충을 저지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

대적이고 명확한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

역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국가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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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적을 취득한 국가에 반하는 행

위를 하거나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국가의 원수이며, 반역자로서 해

당 국가의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으로 무슬림 이민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독일인 혹은 기타 다른 국가

의 국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

라 자신의 국가에 충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받는 또 다

른 질문 중 하나는 만약 서구 국가와 무슬림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

는 경우 서구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

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지자(그에게 평화를)이시자 저희 아흐마디야 무

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께서는 우리는 현재 종교 전

쟁이 완전히 끝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무

슬림과 다른 종교인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무

슬림들의 목적은 무슬림을 전멸시키고 이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

니다.  

이와 같은 종교 전쟁에서 대부분 비무슬림들이 무슬림을 먼저 공격했

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종교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그에게 평화를)께서는 현대 

국가의 정부들이 이슬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는 일은 없을 것

이므로, 더 이상 종교 전쟁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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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과 비무슬림 국가들은 종

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비무슬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평화와 조화를 강조하는 이슬람의 진정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서구 사

회에 전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기에 오늘 제

가 여러분 앞에서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 혹은 

크리스천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비종교 전쟁을 벌이는 경우입

니다. 

무슬림 시민이라면, 혹은 크리스천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시민

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

리자면, 이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잔인한 행위 혹은 억압 행위를 돕

지 말라는 원칙을 가르쳐왔습니다. 만약 무슬림 국가가 잔인한 행위 혹

은 억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국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개인이 어떻게 이러한 잔인

한 행위 혹은 억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매우 간단합

니다.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자신의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면, 해당 국

가의 시민으로서 정부의 행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자신의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했다면,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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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입니다. 소신껏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은 반역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국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의로운 시민이라면 국제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의 표현

입니다.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이슬람은 어떤 국가가 부당하게 다른 나라를 공

격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그러한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가르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만약 다른 나라를 공격했던 국가가 사

실을 뉘우치고 공격을 중지한다면, 보복하거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

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게 잔인한 처벌 내리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

해 현명한 해답을 제공해줍니다.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

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무슬림을 이르시기를 무슬림은 말과 행동을 통

해 평화로운 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며 이슬

람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와 같은 정의를 최대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은 어떤 잔인한 행위 혹은 억압 행위도 도

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진정한 무슬림의 영광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모든 무슬림이 반드시 따라

야 할 현명하고 아름다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이라

면 이와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회의 일원

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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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신 무함마드(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저희 

무슬림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무함마드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언제나 선량하고 순수한 것

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슬림이 삶의 지혜 혹은 

어떤 고결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 것을 자신의 삶의 유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중

요시 하듯이 무슬림들은 그 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명한 조언과 선량함

으로부터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현지 사회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슬람의 가르침이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합

니다. 저희 무슬림들은 이민자로서 현지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통합되고자 

하는 사회의 모든 일면과, 종교, 도시 및 국가의 장점을 모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단지 그러한 가치를 학습

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진

정한 통합과 상호 믿음과 사랑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

음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좋은 점들을 수용하고자 노력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보다 더 잘 평화와 안전을 옹호하고 전파할 수 있

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통신 수단의 발달로 지구촌화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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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이는 1400년 전에 이미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라(하

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그는 세상이 하나

가 되고 거리가 좁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대적이고 빠른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코란에도 매우 길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

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그런 날이 도래하면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수용하고 배워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

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좋은 것은 수용하고, 반면

에 부정적인 것은 멀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코란에 따르면 진정한 무

슬림은 좋은 것을 즐길 줄 알며,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

도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을 그들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베를린 시장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

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국가의 모

든 장점을 존중하라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

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시장님께서는 만약 그러한 가르침에 따

라 행동한다면 전 세계가 다 함께 손잡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저는 일부 독일인들이 무슬림이나 이슬람은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

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으며 또한 안

타까웠습니다. 사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혹은 테러리스트들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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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통합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것은 다른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을 반

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한 가르침을 부활시키기 위해 알라(하나님)께서는 메시아(그

에게 평화를)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의 공동체가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이슬람이 다른 사회에 통합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이슬람은 정의와 

선량함을 전파시키며 모든 악행과 비행을 멀리합니다. 무슬림들로 하

여금 악행과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무슬림은 자연

스럽게 자신이 속한 사회에 통합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무슬림의 사

회 통합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자기 자신만

의 행복만을 갈구해서는 안되며 평화를 희망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게 평화와 조화를 전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이타적인 자세만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이과 같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배척할 

사회가 있을까요? 좋은 사회라면 부도덕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며, 악행

으로 사회가 물들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회라면 선

량함과 평화가 전파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의’에 대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서 말하는 선의에는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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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선의가 발생됩니다. 그 중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

님)에 대한 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류에 대한 의무입니다. 알라(하

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받아들이는 선의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차

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알라(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예배 및 종교적 지

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의무는 종교와 사회가 인류에게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고 광범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러나 사회 전체의 평화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회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한 번은 유대인과 무슬

림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거룩하신 전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

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그 유대인의 종교적 감정을 지켜주시고자 유

대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유대인 남성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거룩하신 전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무슬림을 크게 꾸짖으시면서 자신이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전지자(그에게 알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살피고 사회적 

평화를 지켜냈던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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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또 다른 훌륭한 가르침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가난

하고 불우한 계층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자세로 이와 같이 가난하고 불우

한 계층을 도와야 하며, 절대로 이들을 착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이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여러 가

지 제도나 기회가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제도나 기회는 대

출 상환을 위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혹은 사업을 시

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이들이 빌린 돈을 상환하려면 수십 년

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 십 년 이자를 갚아 나가기 위해 고생하거나 혹

은 경제 위기로 인해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

거나 혹은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대부분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와 같은 예

를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슬람이 받는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이슬람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존

엄성과 명예를 존중합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한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을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 이와 같은 잘못

된 행위를 이유로 여성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이와 같은 여성의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또한 여성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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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했던 때에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유럽의 경

우 최근에 들어서야 여성의 상속 권리를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슬람은 또한 이웃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란은 이웃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의 옆에 사는 사람을 말하며,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우

리가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40가구를 이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도 이웃에 포

함되며,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서는 이웃의 권리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

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이웃이 상속인에 포함될 수도 있다

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선지자

(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자신의 이웃의 안전을 지

키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무슬림 혹은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이슬람의 또 다른 가르침 중 한가지는 약자와 취약 계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

할을 수행하고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전 세계 빈곤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기초 

교육과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세우고, 고등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하고 불우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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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자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또 다른 가르침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모든 약속이 포함됩니다. 무슬림은 한 사람

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슬람의 가르침은 수 많은 아름다운 이슬람의 

가르침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슬람은 인정과 사랑이 가득한 종

교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

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적대적인 사람들 혹은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

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오해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무슬림의 행동을 기반으로 이슬

람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무슬림의 잘못된 

행동을 예로 들어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을 훼손하고 폄하하지 말아달

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이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혹은 독일 및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를 버려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무슬림이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실 필

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150                                                                                  세계 위기와 평화로 가는 길

항상 모든 선한 것을 수용하라고 가르쳐 왔으며, 따라서 무슬림은 어떤 

사회라도 아무 문제없이 잘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무슬림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는 진정한 무슬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무슬림에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코란의 가르침 혹은 종교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절대 그러한 요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

다. 사실 이는 무슬림의 사회 통합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무슬림만이 아니

며,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종교적 자유 침해를 용납하

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부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독일뿐만 아

니라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들이 모두 서로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 것이 실현된다면 모두가 앞장서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

이며, 현재 관용의 부족으로 인해 점차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끔직한 파멸이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려 합니다. 이와 같은 파멸로부

터 세계를 구원하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종교를 떠나 한발 한발 신중

히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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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시어 오늘 이 자

리에 참석해 주시고 제 연설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알라(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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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10월 31일

베네틱토 16세Benedict the XVI 교황 성하께

알라(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교황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로서 저는 교

황님께 코란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유

대교 및 기독교인들이여! 우리 서로 손을 잡읍시다 - 우리는 알라(하나

님)만을 찬양하며 알라(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현재 이슬람은 전 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며, 종종 근거 

없는 악의적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슬람의 진정한 가

르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이슬람에 근거 없는 혐의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

는 특정 무슬림 단체들이 전체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훼손시키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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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 결과 서구 국가들과 비무슬림 국가의 무슬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학식 있는 지성인들 조차 이슬람의 창시

자이신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유일신과 가까워지기 위함이며 인간적 가

치를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의 신도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

다. 일부 몰지각한 무슬림들이 저지른 비행을 이유로 다른 선량한 이슬

람과 거룩하신 이슬람의 창시자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슬람

은 모든 종교의 선지자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무슬림

은 코란이 되었든 성경책이 되었든 모든 성서에서 이르고 있는 선지자

들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는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의 종으로서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의 명

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의 고결함과 코란의 

훌륭한 가르침들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종교의 가

르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다면 그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평화, 사랑, 그리고 안

전입니다.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코란의 계율입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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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사랑, 평화, 화해 그리고 희생 정신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에서는 정의를 짓밟는 자는 알라(하

나님)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척

당할 것이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주의자 및 폭력과 유혈 사

태를 일삼는 이슬람은 진정한 이슬람이 아니며, 이슬람과 전혀 관련 없

는 사람들입니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구성원들은 모두 진

정한 무슬림들이며 오직 알라(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만 하고 있습

니다. 만약 보호가 필요한 교회 혹은 종교가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알

라(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내용뿐이며 알라(하나님)와 알라(하나님)

의 메신저인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내용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들은 자신이 똑

똑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종교 창시자들을 비웃는 사람들

입니다. 전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적대감을 없애

고 관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을 자신의 종교의 

선지자들처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과 동요로 

가득 차있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상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조화롭게 살

아가는 방법을 배울 것이며 인간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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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

며, 세계 열강들은 자신들이 평화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표면적

으로는 평화 구축을 외치면서, 이면으로 자신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

행하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 평화 실현이 가능할지 과연 의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점

점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의가 실현되

었다면,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

다. 서로 간에 반목과 적대심이 커질수록 인류 파멸의 날은 점점 더 가

까워질 것입니다. 만약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다면 우

리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준 선조들을 절대 용서하

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와 그의 피조물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파멸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낼 방법을 모색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인간이 하루 빨리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것

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상은 급속하게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면, 타인의 잘못을 꼬집는 대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쳤을 때 비로

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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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있

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교황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셨으므로 유일신께서 세

워 놓으신 자연적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는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행

위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가 

보다 널리 알려져야 하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종교적 조화를 필요로 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며 형제애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들이 평화 실현을 위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

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알라(하나님)께 전 세계가 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저는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이스라엘 총리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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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님

2012년 2월 26일

친애하는 총리님께,

저는 최근 불안한 세계 정세와 관련해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이스라엘 대

통령님께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수장 중 한 분이시므로 긴박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총리 각

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일신의 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

다. 사실 유대인 선지자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매우 명확한 예

언을 남기셨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복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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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예언을 무시한다면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

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께서 예언을 따르신다면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과 같은 지도자들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의 종으로

서 보내지신 메시아이자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그에게 평화를)의 칼리프로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그에게 알

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

해 우리에게 보내지셨고, 그는 모세(그에게 평화를)와 같은 모습을 하

신 유대교 신도셨습니다. (신명기, 18:18) 따라서 유일신의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유일신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유일신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

도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끔

찍한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

의 유대인들 또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민들

의 소중함 목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총리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살펴 보면, 특정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되면 그 전쟁

은 비단 전쟁을 겪는 두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력 집단이 전

쟁에 결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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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 모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결과는 인류의 파

멸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리 후세들이 크나큰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대신 전 세계를 가공할 파

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결함을 물려주는 대신 밝은 미

래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경구를 인용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부

르(Zabur: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로 인해 화내지 말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를 

부러워 말라.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초처럼 뽑힐 것이며, 풀

처럼 말라갈 것이다. 유일신을 믿고 오직 선행만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고 안전한 목초를 즐겨라. 유일신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유일신께서 너의 마음에 희망을 주실 것이다. 유일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행동하라. 유일신을 믿으면 신도 너를 믿을 것이다. 유일신

께서 너의 정의로움이 새벽처럼 펼쳐지게 해 주실 것이며, 너의 정

의를 한 낮의 태양처럼 밝혀주실 것이다. 유일신 안에서 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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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 가지고 유일신을 기다려라. 이기적 방법으로 번영을 추구

하는 자로 인해 화내지 않을 것이며, 사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로 인

해 화내지 말라. 분노를 버려라. 화내면 오직 악행으로 이어질 뿐

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멸망할 것이며, 유일신을 기다리는 자

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사악한 무리들은 사라

질 것이다. 네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는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평화로움에 스스

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부르, 37:1-11)

이와 유사한 내용을 토라(Torah: 율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가방 안에 같지 않은 저울 즉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을 넣지 말

라. 너의 집에 같지 않은 되 즉 큰 되와 작은 되를 두지 말라. [그

러나] 너는 오직 공정한 저울을 두고, 공정한 되를 두어야 한다: 그

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

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을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께서 가증하느니

라.’ (신명기, 25:13-16)

따라서 세계 지도자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께서는 무력 사용을 중

단하시고, 약자를 압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그 대신 정의와 평

화를 전파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

엘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 있으며, 곧 세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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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께서 이와 같은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

고, 총리님께서 총리님의 위치를 인정하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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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르Mahmoud Ahmadinejad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님

테헤란

2012년 3월 7일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알라(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이란의 미래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이란 대

통령님께 꼭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

안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열강들이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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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에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살펴 보면 

또 다른 세계 전쟁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규모에 관계 

없이 현재 상당수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반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차 세계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

만 핵무기의 개발로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핵전쟁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장애와 기

형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보내지신 거룩하

신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로서 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전 인류가 그

러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란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서 그와 같은 3차 세계대

전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열

강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들의 불의

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무질서에 휩싸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특정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

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이 점을 그들의 기득

권 유지를 위해 가난한 무슬림 국가들을 이용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데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란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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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란의 알 마이다Al Maidah 편에서, 알라(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신성한 모스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적대감이 

불의를 저지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정의로움과 연민으로 서로를 

도와라. 그러나 서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알라(하나님)께서 내리

시는 벌은 엄중하나니 알라(하나님)를 경외하라.”(Ch.5:V.3)

코란의 같은 장에 이와 유사한 무슬림에 대한 계율이 적혀있습니다:

“알라(하나님)를 믿는 자여, 부디 알라(하나님)의 대의를 지키고, 

공정하게 증명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적대감이 너로 하여금 정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게 하지 말라. 언제나 공정해야 하며, 그

래야만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알라(하나님)를 경외하

라. 알라(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느니

라.”(Ch.5:V.9)

단순한 적대감이나 증오에 의해 다른 국가에 반대해서는 안될 것입니

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적대감의 수위가 이미 한계를 넘었으며, 이란을 

공격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국

가가 이란을 침략한다면, 이란은 당연히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최대한 분쟁을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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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정한 종으로서 유일신의 선택에 의해 이 시대에 강림하신 메시아이

자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의 추종자이

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인류가 신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과 

인간의 권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우리 인류에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이 이와 같은 알

라(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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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님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12년 3월 8일

대통령님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세계 초강대국

으로서 미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

정권을 가지신 미국 대통령님께 꼭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열강들은 분쟁 지역에서 평화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국가



180                                                                                  세계 위기와 평화로 가는 길

들이 다른 나라를 돕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

세를 살펴 보면 또 다른 세계 전쟁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핵무기의 개발로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끔찍한 파멸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

전 이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졌다면, 현재 전 세계가 이와 

같은 혼란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전쟁

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의 실패와 1932년 세

계 경제위기가 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상황이 1932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및 경제 문제가 작은 국가들 사

이에 전쟁을 유발시키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이들 국가의 원성이 커

지는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누군가 정권

의 실세로 등장하고 그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작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

는다면, 새로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이 것이 3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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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급합니다. 전 인류가 우리의 창조자인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며, 이 것이 인간성 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인류는 급속하게 자멸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님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

은 다른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외교력과 대화 

및 지혜를 사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

과 같은 세계 열강들이 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국가의 도발을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용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만이 보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국가들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

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런 국가들의 호전

적인 지도자가 생각 없이 어떤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열강들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들이 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된다면 전쟁의 여파가 단순히 아시

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

손들이 그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며, 장애와 기형을 가진 아이

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한 우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후세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밝

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님

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제 뜻을 잘 이해

해 주시기를 유일신께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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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캐나다 총리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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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님

온타리오, 오타와

2012년 3월 8일

친애하는 총리님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캐나다의 미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캐나

다 총리님께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

안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열강들은 분쟁 지역에

서 평화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돕거

나 혹은 다른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살펴 보면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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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계 전쟁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반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차 세계대전

의 발발 가능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핵

무기의 개발로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끔찍한 

파멸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졌다면, 현재 전 세계가 이와 같은 혼란을 맞이하

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의 실패와 1932년 세

계 경제위기가 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상황이 1932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및 경제 문제가 작은 국가들 사

이에 전쟁을 유발시키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이들 국가의 원성이 커

지는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누군가 정권

의 실세로 등장하고 그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작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

는다면, 새로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이 것이 3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

다 시급합니다. 전 인류가 우리의 창조자인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며, 이 것이 인간성 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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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류는 급속하게 자멸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공정성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잘 개입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

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캐나다 국민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

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여러 국가들로 인해 우리가 끔찍한 3차 세

계대전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캐나다 총리님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

은 다른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외교력과 대화 

및 지혜를 사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캐나

다와 같은 세계 열강들이 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국가의 도발을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

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만이 보

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국가들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런 국가들의 호

전적인 지도자가 생각 없이 어떤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열강들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들이 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된다면 전쟁의 여파가 단순히 아시

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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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이 그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며, 장애와 기형을 가진 아이

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한 우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후세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밝

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님

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제 뜻을 잘 이해

해 주시기를 유일신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이슬람의 두 성지에 세워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왕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Places
the King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세계 지도자들께 드리는 서신                                                                      191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

이슬람의 두 성지에 세워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님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2012년 3월 28일

존경하는 압둘라 국왕님께,

사랑, 평화,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국왕님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으로서 무슬림 국가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므로 오늘 저는 국왕님께 중요한 사항

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두 성지인 마카 알-무카르라마Makkah al-Mukarramah와 마디나 알-

무나와라Madinah Al-Munawwarah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두 성지에 대한 사랑

은 무슬림의 믿음의 일부입니다. 이 두 성지는 무슬림들의 영적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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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이며, 모든 무슬림들이 경외하는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슬림

들과 무슬림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국가들을 옳은 방

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무슬림 국가들 사이에 평화와 조

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슬림 국가들 사

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며,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자 메시

아와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그에게 평

화를)의 칼리프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것은 비록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가 다른 이슬

람 종파와 교리상 차이가 있을 지라도 이런 점을 떠나 우리 모두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공통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현재 서구 국가들이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

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란의 알 마이다Al Maidah편 3절에서, 알라(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너로 하여금 신성한 모스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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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불의를 저지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정의로움과 연민으로 서

로를 도와라. 그러나 서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알라(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엄중하나니 알라(하나님)를 경외하라.”

이는 아름다운 이슬람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우리의 의무

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입니다. 전 세계 무

슬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와 같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몇몇 정치인들과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선지

자(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를 모함하고 이슬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한 코란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

란과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양 국가의 관계가 화해 불가

능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슬림 국가

들의 핵심 지도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님께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

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

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 

또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공통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평화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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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왕님께서도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시

작이 무슬림 국가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무슬림 국가도 혹은 어떤 

무슬림 국가의 국민도 전 세계를 끔찍한 파멸로 몰아 넣는 전쟁의 주범

으로 비난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

생된다면 핵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후손들에게 장

기적으로 장애와 기형이라는 후유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된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의 

일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님! 전력을 다해 전 

세계를 파멸의 수렁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라(하나님)께서 국왕

님께 도움을 주시고, 국왕님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

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중국 원자바오 총리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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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Wen Jiabao

중국 총리님

중국, 중남해

2012년 4월 9일

친애하는 총리님께,

저는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대리인 중 

한 사람을 통해 이 서신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카바비르

Kababir 지역에 있는 저희 공동체의 대표이며 중국 소수인종부처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대리인은 중국 소수인종부처 장관

님을 포함한 중국 사절단이 카바비르에 있는 저희 미션하우스를 방문했

을 때 중국측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재림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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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는 것처럼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

는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예언에 따라 마디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로서 무슬림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재림하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와 개혁자의 

존재를 믿고 있는 이슬람 종파입니다. 그 분은 바로 인도 까디아니Qadian 

출신의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그에게 평화

를) 이십니다. 신의 명령에 따라 그 분께서는 1889년 아흐마디야 무슬

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를 창시하셨습니다. 1908년 메시아께서 

서거하셨을 때 아흐마디 무슬림의 수는 수 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메시

아께서 서거하신 후에 킬라파트 협회institution of Khilafat가 조직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5대 킬라파트Khilafa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는 선

지자(그에게 평화를)의 5대 칼리프Khalifa입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종교 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

니다.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 연

민 그리고 형제애를 소중히 여기는 이슬람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며, 그

렇게 함으로써 평화, 화해 그리고 조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꾸준히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해왔습니다. 저희 공동체

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전파되어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저희 공동체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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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총리님께 다음과 같은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

계는 매우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세계대전이 

지금이라도 곧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강

대국의 수장이시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지닌 대국입니다. 또

한, 중국은 국제연합UN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인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 파멸

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국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국경, 종교,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인류를 구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영웅

이며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인간적 가치를 세우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신을 믿지 않지만 중국의 원칙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

니다. 저희 이슬람의 알라(하나님)께서는 코란을 인류를 위한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서 저희에게 선물해주셨습니다. 코란에는 인간성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특히 이

슬람 국가들이 이와 같은 코란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모든 분

쟁과 문제가 사라질 것이며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와 같은 이슬

람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

화 심포지엄과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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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 세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

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길 바라며 국가간의 적대감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방심했다가는 작은 불씨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총리님께서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된

다면 핵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가공할만한 끔찍한 결과가 발

생될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의 일부는 지구상에서 아예 소멸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핵전쟁의 후유증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후

손들에게 장기적인 후유증을 안겨줄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장애와 

기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힘과 노력을 다해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

다. 저는 국가의 크기를 떠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저의 뜻

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영국 국무총리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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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국무총리님

10 Downing Street, London

SW1A 2AA

United Kingdom

2012년 4월 15일

친애하는 국무총리님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영국의 미래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영국 

국무총리님께 꼭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는 불안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으며 평화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작은 불씨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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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32년도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2차 세계대

전 발발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점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러한 작은 불씨가 점화되어 큰 화염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는 3차 세계

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

가들이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생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기

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당

시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통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가

공할만한 위력의 일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일본의 두 도시는 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무기는 그 당시의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고,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께서 이와 같은 파멸로부터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를 자신의 행동이 어

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호전적인 어떤 약

소국가의 지도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계 강대국

들이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약소국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해소

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명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

제 불가능한 경지까지 악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멸

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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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조차 이와 같은 파멸에 희생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시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거 대영제국은 많은 국가를 지배했고 인도 및 파키스탄과 같은 아대

륙Sub-Continent에 높은 수준의 정의의 원칙과 종교적 자유를 심어 놓았습

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

께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년을 기념하는 나흘간의 다

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를 축하 드리며,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했

을 때, 저희 공동체 창시자께서는 영국 정부의 공정함을 높게 평가하

시며 유일신께 그런 영국에게 그만한 보상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렸

습니다. 특히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영국 정부를 높게 평가하셨습니

다. 오늘날 영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의 자유의 원칙이 영국 사회와 법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회로 영국이 전 세계에 정의와 조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 온 영국을 높게 치하해 왔으

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단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

서 영국 정부가 이와 같은 훌륭한 과거의 유산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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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이런 미덕을 지닌 국가인 영국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화를 구축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

다. 

저는 우리 모두 증오의 불씨를 꺼트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증오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못하게 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 우리 후손들이 끔찍한 후유

증에 고통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우리 후손들은 그런 재앙을 막지 

못한 선조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은 강대국으로 선진

국들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 세계를 

공정과 정의의 원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께

서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독일 총리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Chancellor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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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미르겔Angela Merkel

독일 총리님

Bundeskanzleramt

Willy-Brandt-Str.1

10557 Berlin

2012년 4월 15일

친애하는 총리님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총리님께 편지를 쓰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총리님께서는 독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

다.  지금 전 세계는 분열되고 있으며, 극단주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고, 금융,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들의 마음 속에 증오를 뿌리 뽑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시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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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모든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해주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급격하게 통

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여기저기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또 다

른 세계대전의 불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

이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세계대전

이 발생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핵무기

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오랫동안 전쟁

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심각한 장애 및 기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화를 구축하려면 먼저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모든 종

교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서구 국가들이 무슬

림을 포함한 저개발국가 및 빈곤국들의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의 무슬림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서 서구 국가들의 무슬

림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한 가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들은 이슬람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

행을 저지르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평화, 사랑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

를 전 세계에 전달하시고자 했던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

화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비행을 저

지른, 이와 같은 무슬림들로 인해 이슬람 전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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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선량하고 무고한 대부분의 무슬림들의 감정

이 상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 평화는 상호적인 

것이며, 상호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평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서구 사람

들의 마음 속에 이슬람에 대한 불신이 커서 비무슬림들의 이슬람에 대

한 적대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 갈

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정직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특정 무슬림들의 부적절한 행

위를 핑계로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는데 치중하는 열강들의 모습을 지

켜보아 왔습니다. 어떤 국가의 경우 다른 나라의 부와 자원을 보다 쉽

게 얻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이 약소국을 

돕고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는 구실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

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경제 

침체입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공정한 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들 국가들 간에 산업 및 경제 유대 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공정한 방법으

로 상대 국가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

으로 상대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전 세계의 불안과 무질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에 의한 것이며, 그 것은 정의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저는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 세계를 끔찍한 파멸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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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이스라엘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

함 3대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독일 교

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독일의 결정이 안그래도 위태로운 상태에 도달

한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

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강대국들

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국

가들도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그 중 어느 국가들

의 호전적인 지도자가 생각 없이 어떤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핵

전쟁이 발생되어 전 세계가 파멸하고,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장애와 기

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막지 못한 선조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총리님을 비롯

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제 뜻을 잘 이해해 주시

기를 유일신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프랑스 대통령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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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님

Palais de l’Elysee

55, Rue du Faubourg Saint-Honore

75008 Paris, France

2012년 5월 16일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

이라는 직책은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며, 저는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

니라 전 세계인들이 대통령님의 훌륭한 리더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로 불안해지고 있는 세계 정세가 우려되어 최

근에 전임 프랑스 대통령이신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님

께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서 저는 사르코지 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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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도자로서 정의 수호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제 뜻을 

전해 드렸으며, 또한 3차 세계대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힘

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라는 직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영향

력을 지닌 자리이므로 저는 이 번에 새로 선출되신 프랑스 대통령님께

도 이 같은 제 뜻을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적대감과 부정 행위들이 전 

세계에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두 번

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

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는 핵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인권 수호

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이 탄생되었습니다. 전

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연합이 탄생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의 국가들이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핵 무기를 보유한 몇몇 국가들의 경우 핵무기

의 사용으로 초래될 끔찍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입

니다.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끔찍한 후유증이 당장 우리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

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 바로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무기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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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형과 장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

본의 두 도시에 투하된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의 일면을 경험한 바 있습

니다.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전쟁이 있은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

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당시 원폭의 영향을 받고 있

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

떤 유럽 국가에서는 이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배척하고 있으며, 그렇

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할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자칭 무슬

림이라 주장하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서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적대

감 때문에 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평화를 사

랑하는 종교이며, 이슬람은 절대 무슬림들로 하여금 불의나 악행을 저

지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와 같은 이슬람의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문제가 평화

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극소수의 이슬람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전체 이슬람

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들은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전 인류에게 자비를 내리시고

자 했던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사랑으로 말씀 드

리건대 이들을 진정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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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이유로 평화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이슬람의 마음

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프랑

스 남부 지역에서 프랑스 군인이 괴한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로 그 괴한이 같은 지역의 한 유대인 학교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 히브리어 교사와 그의 두 아들, 다른 어린이 등 4명을 살

해하고, 다수의 남학생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

위는 이슬람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슬람에 대한 증

오와 적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잔인한 행위 혹은 폭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란에 

따르면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전 인류를 살해하는 행

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명령이며, 예외가 인정되

지 않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코란은 또한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사람

이 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혹은 사람

을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적대감이나 경쟁심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복수를 저지르거나 부적

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잘 

해결되게 하려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서구 국가들이 무슬림을 포함한 저개발국가 및 빈곤국들의 국민들

이 자신의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

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이들도 프랑스 시민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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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무슬림들입니다. 이

슬람은 믿음의 일부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저희 아흐마

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이와 같은 이슬람의 메시지

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평화

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잘 전파된다면, 모든 국가와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프랑스 대통령님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님들께 부탁 드리

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외교

력과 대화 및 지혜를 사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 구축을 위

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세계 열강들이 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이

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국가의 도발을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이 실

패해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된다면, 전쟁의 후유증이 단지 현재를 살

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끔찍한 전쟁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며, 장애와 기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부디 지혜를 발휘해 주

시기 바라며 국가간 그리고 국민들간의 적대감이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대통령님

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제 뜻을 잘 이해

해 주시기를 유일신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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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영국 여왕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and commonwealth Rea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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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폐하

Buckingham Palace

London SW1A 1AA

United Kingdom

2012년 4월 19일

여왕 폐하께,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흐마디야 무슬림을 대표해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즉위 60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여왕님께 축하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알라(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 시민인 아흐마디 무슬림

들 모두가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

니다. 여왕님의 영원한 행복을 알라(하나님)께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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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 피조물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

신 유일신께서 여왕님과 여왕님의 나라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

기를 기원합니다. 여왕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의 사

랑을 받으시는 것처럼 유일신의 천사께서도 여왕님을 사랑하시길 기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 여왕님께 물질적 풍요로움을 허락하

신 것처럼 여왕님께 영혼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모든 영국인들이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

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부색, 종교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국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와 같은 

영국인들의 긍정적인 마음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

지고 있으며, 이들이 무질서와 적대감 대신 평화, 사랑, 형제애 그리고 

우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왕 폐하께서 이와 같은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국가간의 반목과 증

오가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종국에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야 말 것

입니다.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되면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이로써 

인류는 끔찍한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신께서 그러

한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여왕님의 즉위 60주년을 기

념하는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를 맞이하여 여왕님께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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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우리가 인류를 위해 사랑, 평화 그리고 조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다이아몬드 쥬빌리Diamond Jubilee를 기회로 여왕님께서 전 세계인

들에게 유일신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슬람

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

부분의 무슬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

슬림의 이슬람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

약 여왕폐하께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는 메시지

를 전달하신다면 이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과 축

복이 될 것입니다. 여왕폐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유일신께서 여왕폐하를 보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저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거룩하신 선

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예언에 따라 무슬림들을 인도해 주

시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재림하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이신 메

시아 혹은 개혁자의 존재를 믿고 있는 이슬람 종파입니다. 그 분은 바

로 인도 까디아니Qadian 출신의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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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ulam Ahmad(그에게 평화를) 이십니다.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께

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인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를 창시하셨습니다.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께서는 유일

신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존중과 선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1908년 서거하셨을 때 아

흐마디 무슬림의 수는 400,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서거

하신 후에 킬라파트Khilafat가 조직되었고, 저는 선지자(그에게 평화를)의 

5대 칼리프Khilafat입니다. 저희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는 저희 창시자의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저희는 사랑, 화해 그리고 형제애를 중요시하며, 저희 공동체의 모

토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증오 없는 세상Love for All, Hatred for None’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상징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115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다

이아몬드 쥬빌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때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께서 빅토리아 여왕께 축하 메시지를 보

내셨습니다. 그 때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께서 ‘여왕께 드리는 선물A Gift 

for the Queen’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셨고 그 책을 통해 빅토리아 여왕

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께서는 

빅토리아 여왕님의 다이아몬드 쥬빌리를 축하 드리며, 영국과 인도를 

포함한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왕님께서 허락하신 정

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화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높게 치하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과 자신이 등장하게 된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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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영국이 더 이상 아대륙Sub-Continent을 지배하

고 있지 않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영국 사회와 법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

니다. 이는 영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관용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는 점

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천 명의 아흐마디 무슬림들이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

분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종교 박해를 받고, 이를 피해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왕님의 관용과 아량으로 정의와 종교의 자유

를 누리며 영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왕님의 넓고 

깊은 아량과 관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의 창시자께서는 빅토리아 여왕께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셨

으며, 저도 엘리자베스 여왕께 그 것과 같은 기도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고 고결하신 유일신이시어! 우리가 여왕님의 자비와 친절함

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께서도 당신의 영광과 

은총으로 여왕님께서 영원히 행복하시게 해주소서. 또한, 우리가 

여왕님의 너그럽고 정의로운 통치 하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처

럼 여왕님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유일신께서 만족스러우신 방향으로 여왕님을 이끌어주시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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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 여왕 폐하께서 진실을 바

로 세우시고 다른 이들도 진실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자

유가 영국 왕실의 통치 원칙으로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왕 폐하의 다이아몬드 쥬빌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지도자께 드리는 서신

Letter to The supreme leader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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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호세이니 카메네이

Ayatollah Syed Ali Hosseini Khamenei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지도자님

이란 테헤란

2012년 5월 14일

존경하는 최고지도자님께,

알라(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최고지도자님으로 하여금 이란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셨고, 현재 이란 정부는 최고지도자님의 통치하에 있

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고지도자님과 저는 전 세계에 올바른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무슬림으로서 평화, 사랑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슬람의 



232                                                                                  세계 위기와 평화로 가는 길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무슬림 지

도자들이 이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

다. 저는 이란 정부가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란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다면, 

이란은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먼

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보다

는 종교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접어두고 공통된 가치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이슬람이 과거 역사를 통해 실천했던 바입니다. 

저는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의 예언에 따라 이 시대에 재림

하신 메시아와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

(그에게 평화를)의 계승자 및 칼리프로서 최고지도자님께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를 창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라(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 공

동체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전파되어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신도

들이 저희 공동체 소속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

다. 저는 평화 구축과 관련해 최근 이스라엘 총리님과 미국 대통령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님들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께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저는 최고지도자님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의 정신적 지주로서 만약 무슬림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세계 평화를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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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나 반감의 불씨를 키우기 보다는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

감으로 인해 정의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코란이 우

리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알라(하나님)를 믿는 자여! 알라(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정해

야 하며, 적대감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공정해야 하며, 정의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

고 알라(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알라(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 (알 마이다, 9절)

알라(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슬림 국가들과 무슬림 정부들이 저의 뜻을 

이해하고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자신들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

의 일원으로서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알라(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께서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세계 평화 구

축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두 국가간의 불안과 증오가 보다 증폭되어 전쟁이 발생되게 된다

면, 그러한 분쟁이 단순히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에 국한되지만은 않을 

것이며, 세계대전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대전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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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식 무기로 싸우는 예전과 같은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

우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핵전쟁의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

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오랫동안 핵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장애와 기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

니다.  

따라서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저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님께서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Mirza Masroor Ahmad

5대 칼리프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



용어 정리

◆Ahmadiyya Muslim Jama‘at (Ahmadiyya Muslim Community)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

동체는 까디아니Qadian에서 태어나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그에게 평화를)를 메시아이자 이맘 마디(Imam Mahdi: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혁자)로 받아들이고 있음. 아흐마디 무슬림 공

동체는 1889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5대 칼리프인 하드랏 미르자 마스

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그

를 도우시길)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맡고 있음.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

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아흐마디 무슬림Ahmadi Muslim 혹은 줄여서 아흐

마디Ahmadi로 칭함. 

◆Al-Imam al-Mahdi   이맘 마디.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개혁자에게 내리신 타이틀; ‘하나님

께서 인도하신 개혁자’라는 의미. 

◆Amin   아멘. 기도를 마친 후에 하는 말로, ‘알라(하나님)께서 이루

어 주시길’ 이라는 뜻.



◆Assalamo ‘alaikum wa rahmatullahe wa barakatohu   전통적인 

이슬람 인사말로, ‘당신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이라는 의미. 

◆Hadrat   하드랏. 정의롭고 신성한 업적을 행한 사람에게 존경의 의

미로 붙이는 존칭, 성하(His/Her Holiness)와 같은 의미.  

◆Holy Prophet(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거룩하신 선

지자를 뜻함. 이슬람의 창시자 하드랏 무함마드Hadrat Muhammad를 뜻하는 

말로 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Holy Qur’an   코란.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알라(하나님)께서 내리

신 성서. 코란은 거룩하신 선지자(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를)께서 23년에 걸쳐 알라(하나님)께 전해들은 말씀을 적어 놓은 성서.  

◆Khalifah   칼리프. 계승자를 뜻함. 선지자의 칼리프는 선지자의 미

션을 계승하는 사람을 의미 함.  

◆Khalifatul-Masih   아흐마디 무슬림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메

시아의 계승자를 의미. 

◆Khilafat   칼리프. 계승자 / 후계자를 의미. 



◆Mahdi   마디. ‘인도받은 자’라는 뜻. 거룩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

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께서 나중에 후일 나타날 개혁자에

게 붙인 이름. 

◆The Promised Messiah   메시아를 뜻함.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

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창시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

Hadrat Mirza Ghulam Ahmad(그에게 평화를)를 뜻함. 창시자께서는 자신을 거룩

하신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의 예언에 

따라 알라(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인도받은 지도자Al-Imam al-Mahdi

라고 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