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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경전들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집니까? 
(Lev-i Mahfuz)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40:8*.....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요한복음 1: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23.....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 
Yunus 10:64*.....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치 아니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주의: 이스람 역사에 이주제에 관하여 두가지의 반대되는 견해가 
있는데 무슬림의 내부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다. Mu’tazelites 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Ash’arites 는 “예”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오늘날 “예”라고 말한다 

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려집니까? 
 (Tevrat, Zebur & Injil)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로마서 15:4*.....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37*.....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 
Nisa 4:136*.....믿는자들이여 하나님과 선 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	를	믿어라	했거늘	
Ankebut 29:46*.....있다면 일러가로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 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3.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유대인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로마서 3:1-2*.....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4*.....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Ankebut 29:27*.....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 곱을 주어 
그의 자손들 중에서 예언자로 선택하여 성서를 주었으 며 그에게 
Jathiyah 45:16*.....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서와 주권과 예언 자들을 주었으며 또한 다른 백성 에 

우선하여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노라 
4.* 

하나님은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하여 확실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까?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10:1-2.....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히브리서 2:4*.....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 
Bakara 2:92.....모세가 예증들을 갖고 너희 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 
Al-i İmran 3:49*.....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중 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 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 실 때 나는 장님과 문등이 들을 낫게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자를 살게하며 너  
주의 사도행전 4:16, 요한복음 14:11 &  요한복음 20:30-31. 
 
 
 
 
 



5.*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거룩한 책들이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까"?   (Purpose / Niyet)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14:24 & 27*.....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마태복음 24:35*.....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Hijr 15:9*.....하나님이 실로 그 메세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Saffat 37:3 & 7*.....하나님의 말씀을 염원하는 그들로 하여 
맹세하나니  거역하는 모든 악마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라 

주의  시편 12:6-7, 시편 89:34, 예레미야 36:23-28, 

요한계시록 22:18-19. 
6.*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거룩한 경전들이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Power / Kudret)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46:9-10*.....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 
마가복음 12:24*.....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 

누가복음 21:33.....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En'am 6:115.....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그 분은 모든 
것을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 만하시기 때문이라	
Yunus 10:64*.....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치 아니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Jinn 72:26-28*.....그러나 그분이 선택한 선지 자는 제외로 그분은 한 
무리의 수 호자들로 하여금 그의 앞뒤를 행 진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메 세지를 전달하였는지 알고자 하심 
 

 
 
 
 



7.* 
하나님은 거룩한 경전의 내용들이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 위협받는 것을 사탄이나 
악마나 사람에게 허락하실까요? (Tahrif bi’l-lafz)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55:11*.....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6:17*.....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 
Hajj 22:52*.....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선지 자나 
예언자를 보냈을 때마다 사 탄은 그의 욕망에 유혹을 던졌으 
되 하나님은 사탄이 던진 유혹들 을 제거하신 후 그분의 
말씀을 확립하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충만하심이라 
Saffat 37:3 & 7.....하나님의 말씀을 염원하는 그들로 
하여 맹세하나니  거역하는 모든 악마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라 
Hakka 69:44-47 & 51*.....만일 그가 하나님께 거역하 여 
일부의 말씀을 위조하였다면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 
잡아 그의 동맥을 절단 했으리라  이때 너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 없으리라  실로 그것은 분명한 진리라 

8. 
사람들이 잘못 언급하거나 틀리게 해석함으로써 거룩한 경전을 
구두로 왜곡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Tahrif bi’l-ma’na)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디도서 1:10—11*.....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 
Ali-İmran 3:78*.....그들 중에는 그들의 혀로 그 성서를 
왜곡하여 그것이 성서 의 일부라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 게 
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그것은 성서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은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온 것이 아니거늘 
 
 
 
 
 



9.	
성경이 변화되고 변질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또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욕되게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El-Alim, 
Er-Rahman, Er-Rahim, El-Kadir)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14:24 & 27*.....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히브리서 4:12.....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 
Baqara 2:20, 255*.....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 든 것을 주관 하시도다 졸음도 잠 도 그분을 
Nisa 4:158.....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주의   시편 74:10, 시편 103:8 & 17-18, 시편 94:7-9. 
10. 

성경이 변화되고 변질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쟁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들을 높임으로 인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El-Aziz, El-Galib, El-Jebbar, El-Muktedir)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시편 94:7-9*.....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히브리서 4:13*.....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 
Yunus 10:21*.....하나 님은 보다 빠르신 계획자이시며 그분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음모 하는 것들을 기록함이라 
Taha 20:51-52*.....오가 그럼 이 전 세대들의 운명은 어떠 
했느뇨   그가 말하길 그에 대한 지식 은 나의 주님께 있노라 나의 
주님은 실수 하시거나 잊지 아니 하시노라 
 
	
	
 



11.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경전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호하는데 
있어서 양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El-Adl, El-Hadi, El-Mumim, El-Muksit)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시편 12:6-7*.....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누가복음 21:33*.....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Tevbe 9:111*.....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 가 하나님과 성약한 것에 기뻐하 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 
Hud 11:57..... 하지 못하리니 실로 그분 은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전지전 능하심이라 
İbrahim 14:47*.....하나님께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어길 
것이라 생각치 말라 실로 하나님은 웅보의 권능이 있으시니라 
Hajj 22:47..... 보이라	재촉하나	하나님은	그	분의	약속을	

12.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불변의 우주적인 기준입니까? 
(El-Hakem, El-Hakk, El-Hafiz, El-Hasib)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2:48.....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12.....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Hijr 15:9-10..... 하나님이 실로 그 메세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그대 이전 초기 민족에게도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Zumar 39:69....대지는 주님의 빛으로 빛을 발산하니 업적의 
기록들이 펼쳐지고 예언자들과 중인들이 앞으로 나오니 진리로써 
그들 사이가 결 정되매 그들은 조금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13.* 
믿는이들에게 성경의 일부는 믿되 다른 일부는 믿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되어있습니까?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디모데후서2:15.....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3: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Bakara 2:85*.....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 하는 자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 상은 무엇이겠느뇨 

Bakara 2:136 & 285*....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 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 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 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 이라 
주의: 성경은 거룩한 경전의 90%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Tevrat, Zebur, Injil 그리고 코란을 믿어야한다 

14.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거룩한 
경전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디모데전서 4:13-16*.....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요한 1 서 2:24.....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 
------------------------------------------------- 
Al-i İmran 3:50.....을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 이라 
Al-i İmran 3:79, 84.....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 치고 연구하라고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 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에게 내 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 말하라 
 
 
 

 
 



1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입니까?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신명기 11:26-27....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28:13*.....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신명기 30: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 
Bakara 2:2-4*.....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이정 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믿고 
예배를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그 이 전에 계시된 것과 또한  그들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16.*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신자들이 
받을 저주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까?  (Kâfir)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예레미야 11:3*.....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2:25-29*.....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 
A’raf 7:36 & 40-49*.....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늘에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 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그들을 위해 
지옥에 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불이 
Ankebut 29:46-47*.....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  
외하고는 믿지 아니한 자가 없었노라 
	
	
	
	



17.	
성경의 정경은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다고 
보십니까?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계시록 22:18-19*....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Al-i Imran 3:19-20*.....19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들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그 들에게 그른 지식이 도래하였더라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자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으리라 
18.*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전의 다른 책들과 연대적으로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고린도전서 14:32-33*.....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1: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요한 2 서 1: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 
Al-i İmran 3:85*.....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되리라 

Ahzab 33:40*.....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 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최후의 예언 

자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19.	
코란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기본적인 
교리와 역사적인 괴리를 포함하고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 1 서 2:22-24*.....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 2 서 1:9.....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 
----------------------------------------------------- 
Shuara 26:196-197*....그것은 선조들의 성서에 서도 언급이 
되었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학자들 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예중이 되지 않느뇨 
Fussilat 41:43*.....그대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 었던 것들이 
그대에게도 있었노라실로 그대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 요 또한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 

Shura 42:15*.....필요치 않노라 하 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 가시니 우리의 목적 

20.	
성경에서 나타난 "영감"과 "계시"라는 개념은 코란에서도 
동일한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디모데후서 3: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20-21*.....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	
Nisa 4:163*.....실로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예수와 
En'am 6:19 & 93..... 훌륭한 증언이냐 일러 가로되 그 들이 대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사이의증인이라 
주의. Shuara 26:192-197 & Fussilet 41:43. 
 
 
 
	



21.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챤들은 코란을 거룩한 경전으로 받아드리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신명기 18:20-22*.....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8:20*.....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Nisa 4:82*.....왜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 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 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Shu’ara 26:196-197..... 그것은 선조들의 성서에 서도 
언급이 되었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학자들 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예중이 되지 않느뇨 

22. 
하나님이 거룩한 경전을 보내신 후에, 그중의 일부를 나중에  
취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를 느끼셨을까? (Mensuh & Nesih)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시편 89:34*.....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누가복음 16: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요한복음 10:35*.....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Bakara 2:106*.....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Ra'd 13:39*.....하나님은 뜻이 있음에 보완 하시고 
확립하시나 성서의 모체 는 그분과 함께 있노라 
Nahl 16:101*.....하나님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 계시함이 무엇인 가는 하나님만 아심이라 이에 그 들이 
그대는 위조자 라고 말하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İsra 17:86*.....하나님이 원하사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갈  
 
 
 
 
 



23.* 
만일 코란이 "세상의 주" 로부터 왔고 마귀의 무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좋은 싸인일 
수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4:30*.....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4:3—4*.....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Fatih 1:2....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찬미를 드리나이다 
Yunus 10:37.....이 꾸란은 하나닙이 아닌 다 른 것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으며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그  
Ahkaf 46:29-30..... 하나님께서 영마의 무리로 하여 그대에게 
보내어 꾸란을 듣 도록 하니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말하길 
조용히 귀를 저울이라 말 하고 꾸란의 낭송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더라 

24. 
거룩한 경전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를 반복해서 부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7:15-20*.....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요한복음 8:44-49*.....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하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 
Nahl 16:98*.....할 때 저주받은 사탄의 유혹 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Tekvir 81:22 & 25*.....그럼으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자가 아니며  이것은 저주받은 사탄의 말 이 아니매 
주의: 무하마드는 자신이 가끔 마귀에 씌웠던 것을 부인하셨다 
15:6-7, 23:70, 37:36, 44:14, 51:50-52, 68:51. 

 
 
 
 



하나님과 알라 
25.* 

유대인, 크리스챤, 그리고 무슬림들은 모두 진실된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라고 믿고있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신명기 6:4*.....이스라엘아 들으라 !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베소서 4:4-6.....몸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디모데전서 2:5-6.....하나님은 한  
야고보서 2:19....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 잘 
------------------------------------------------- 
Bakara 2:163*.....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 사  

Nisa 4:87 & 171*.....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노 라 
Maide 5:73..... 하 한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 

Nahl 16:22 & 51.....너희의 신은 홀  하나님이 말씀하사 
두 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신은 하나님 밖엔  
İhlas 112:1.....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 

26.* 
코란에서 발견되어지는 알라의 대부분의 성품과 특성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를 이루는가?  
 (Esmaül-Husna)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40:28*.....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 듣지 못하였느냐 ?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Bakara 2:255*.....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 든 것을 주관 하시도다 권자가 
천지위에 펼쳐져 있어 그 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 

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 엄하시노라 
Hashr 59:23*.....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운 분이 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지켜주 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 라  
 
 
 
 



27.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동일한 
같은 존재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3: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 1 서 5:20*.....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 2 서 9*.....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 
Ankebut 29:46*.....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 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 
악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가로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 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Safat 37:126..... 하나님은 너희 주님이사 지나간 선조들의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말하였으나 
주의: Shura 42:15 & Duhan 44:8. 

28.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름은 "야훼" 인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출애굽기 3: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요한복음 8:58*.....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 
A'raf 7:180*.....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하 나님께 
주의: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원한 이름인 “야훼”는 성경 안에 6,823번이나 
쓰여졌는데, 코란에는 99개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번도 발견되지 않는다. 
Taha 20:8, Rahman 55:78 & Hashr 59:24 
 
  
  
 
 



29. 
거룩한 경전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라는 구절들이 
있는가?  (el-Kuddus)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6:3....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40:25.....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사야 57:15*.....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 

요한계시록 4:8*.....`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 
Hashr 59:23*.....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운 분이 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 하시는  

Jum’a 62:1*.....모든 것 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우시며 위대하시 고 지혜로우시니라 
주의: 이런 속성은 코란에 오직 두번만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450 번 이상이나 발견되어진다. 

30. 
하나님의 성격과 속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 로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63:16*....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5:45 & 48.....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8:41.....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 
En'am 6:101*.....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라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 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뇨 그분 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 
Furkan 25:2..... 하늘과 대지의 주권이 그분께있으며 

그분은 자손을 두지도 않 고 그분에 대등한 주권의 동반자 도  

Jinn 72:3*.....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 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 으신 분이라 
 
 
 
 
 



31.*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시고 또 그 자부심이 자신의 속성에 
해당하는가?   (el-Mütekebbir)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시편 101:5.....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6:16-17*.....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이사야 57:15.....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요한 1 서 2:16*.....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 
Hashr 59:23*.....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운 분이 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지켜주 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 라 그들이 비유하는  
32.* 

하나님의 성격과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 로 
드러내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43:3 & 11*.....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4.....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11*.....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디도서 2:10-13.....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3:4-6.....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 
주의: 하나님의 “구원자” 로서의 속성은 성경 속에 39번 
발견되지만 코란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33.* 
거룩한 경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급하실 때, "우리" 라는 
복수로 처음 말씀하신 분이셨나?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창세기 1: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세기11:6-7.....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사야 6:8.....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요한복음 17:11*.....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Vakia 56:57-59, 64, 69 & 72*.....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으 되 너희는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느뇨  너희는 
인간의 정액을 생각해 보았느뇨  그것은 너희가 창조한 
것이뇨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뇨 
İnsan 76:23..... 하나님이 그대에게 단계적으 로 꾸란을 
계시했노라 

34.* 
"삼위일체" 라는 개념이 용납되어지는가? (아버지,아들, 
성령)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28:19-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하시니라 
에베소서 4:4-6*.....몸이 하나이요, 성령이…주도 
하나이요…하나님도 하나이시니 
------------------------------------------------- 
Al-i İmran 3:64*.....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Nisa 4:171.....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 로 예수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 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마리 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35.* 
하나님은 예수가 잘못한 것을 나무라신 적이 있는지, 또는 
예수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숨기려고 거짓을 
말한 적이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8:46*.....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 

디도서 1:2.....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2:21-23*.....그리스도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ㅊ 
------------------------------------------------- 
Ma’ida 5:116*.....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 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하시 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 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심중을 모르나니 당신은 숨겨진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36.*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초월적인 신이어서,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잘 나타내지 않으며, 인간의 역사 속에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13:21*.....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6:9-10.....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 
En'am 6:37-38*.....이때 그들이 왜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예증이 오지 않느 뇨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예증을 

보내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그 들 대다수가 알지 

못함이더라 하 여라  

Tevbe 9:30-31*.....흘로 영광 받으소서 
 
 
 
 



37. 
하나님은 이 땅위의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인적이 있나? (Theophany or Ru’yetullah) 

성경과  예 /아니코란에 
출애굽기 33:11 & 18-23*.....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 
민수기 12:7-8.....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 
En'am 6:103*.....하나님을 인식 할  
A'raf 7:143*.....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 주여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 의  
Hajj 22:63....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시는분이시라 
주의: 성경 속의 나타난 신의 출현: 12:7-9; 18:1-33; 32:22-
30; 출애굽기 3:2-4:17; 출애굽기 24:9-11; 신명기 31:14-15; 
욥기 38-42. 

38.* 
하나님은, 계시록에 쓰여진 것 말고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적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엘 2:28*.....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고린도전서 14:1-4, 24-31.....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 
Tevbe 9:31*.....것 위에서 하나님이여 흘로 영광 받으소서 
Shura 42:51*....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낸 것 은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 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 사자를  
  
 
 
 
 



39.*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라고 불리는 유한한 
인간들과 긴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호세아 1:10*.....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갈라디아서4:6.....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한 1 서 3:1-2.....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  
------------------------------------------------- 
Maide 5:18*.....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니 일 
러가로되 그렇다면  
주의: 코란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가장 가까우시다: Enfal 8:24; 
Hud 11:90 & 92; & Kaf 50:16. 

40.*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인가?  (el-Vedud)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로마서 5:8*.....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 서 4:8-10*.....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 
Bakara 2:195 & 276*.....그들을 사랑하 시니라  않 

으시기 때문이니라 
Al-i İmran 3:57 & 159*.....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결정을 했을때 는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께 구원하는 자는  

Nisa 4:107.....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기 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Rum 30:45.....풍성 한 은혜의 보상이라 그분은 불신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41.* 
하나님은 믿는자들을 그저 자신의 노예나 종으로 보고 
계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5:15*.....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베드로전서 2:5 & 9-10*.....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 
------------------------------------------------- 
Sad 38:83..... 그러나 당신의 은혜로 말미 암아 성실한 

당신의 종들은 제외 라 하니 

Zulmer 39:16-17*.....불의 덮개가 그들 위와 그들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것으로 종들을 경고하사 나의 종 들이여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두려워 하라 
Shura 42:19*.....Allah is kind to his slaves... 
주의			Cf. Gen. 1:26, Jn. 1:12, Rev. 21:12 & 22:17.  

42.*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편애를 보이시거나 어떤이들에 
대하여는 더 선호를 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가복음 12:14.....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사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일용할  

갈라디아서3:28*.....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6:9*.....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 
------------------------------------------------- 
En'am 6:165*.....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보내사 그분의 

대리인으로 두었으 며 너희가운데 무리를  

Nahl 16:71 & 75*.....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 시되 

우열을  수 있느뇨 라고 비유하셨더 
 
 
 
 
 



43.*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죄인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에스겔 18:23 & 32*.....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베드로후서 3:9*.....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Maide 5:41*.....막을 어느누구도 없 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들의 마음을 정화하려 하지 않으 시니 

그들에게는 현세의 수치요 내세의 무거운 벌이 있을 뿐이라 

A’raf 7:179..... 하나님이 지옥을 두매 많은영마와 

사람을 위해서라 그들은 마음이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며 듣시 

못하니 짐승과 같더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Tevbe 9:55*.....놀라게 하지 않으리 니 실로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그 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영흔 이 

불신자들로서 사라지게 하려 하심이라 
44. 

하나님은 "선"과 "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신가?  (Hayır & Sher)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야고보서 1:13*....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Bakara 2:26.....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고  

Enbiya 21:35*.....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 로 시험하리니 이때 너희는  
주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재난과 역경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신 경우가 여러번 있다: 사. 45:7 , 렘. 4:6 아모스 

3:6. 그러나 사탄은 악을 만드는 자이다: 요. 8 시 44 분, 

1 요. 3:8. 악마 의 저자: 요. 8 시 44 분, 1 요. 3:8. 
 
 
 
 
 



45. 
하나님은 위대한 "음모가" 또는 "계획자" 또는 둘 다인가? 
(Makara)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하박국 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궤휼 
미가 2:1*....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스가랴 8:17*.....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  
Al-i İmran 3:54*.....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 은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라 
Ra’d 13:42*....그들 이전의 불신자들도 음 모를 꾸몄으나 

모든 계획은 하나 님안에 있어 모든 인간의  
Neml 27:50..... 그들은 공모하고 음모를 꾸 몄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노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주의: 성경에는 “음모”와 “계획”이 악한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속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창세기 3:1, 에스더 9:25, 시편 21:11, 시편 36:4, 

잠언 1:30, 고린도후서 11:13-15, 에베소서 6:11, 
베드로전서 5:8-9, 요한 2 서 1:7.   

46.   
하나님은 다른 신앙을 가진자들 사이에 서로 미움과 증오를 
갖게한 책임이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예레미야 29:11*....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 
Bakara 2:10.....그들 마음에는 병이 있나니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시 매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Nisa 4:88......만들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그를 구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방황케한 그를 위해 그대는 

방법 을 찾지 못하리라  
 
 
 
 
 



47.*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타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18:11-14*.....(없 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2:3-4*.....선하고 받을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Baqara 2:7, 15 & 26*.....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 의 귀를 붕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속에서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 

Nisa 4:119.....또한 나는 그들을 방황케 하고 그들에게 

위선적 희망을 조 
A’raf 7:186.....하나님께서 방황케 하면 그를  

48. 
하나님의 성격과 행동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민수기 23:19.....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편119:90.....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 
말라기 3:6.....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디모데후서 2:13*.....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1:2*.....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 
Hud 11:106-107*.....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있게 될 천지가 

존속하는 한 그들은그안에서 영생하나 그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 시니라 

Hajj 22:14*.....흐르 도다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 

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Fatir 35:8..... 옳게 인도하기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대의 영흔이 그들로 인하여  
 
 
 
 
 



49.*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라도 엎드리는 것은 금지된 
것인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20:2-5*.....나는 너를 애굽 땅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신명기 5:7-9.....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요한계시록 22:8-9*.....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 
İsra 17:23*.....주님이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Zariyat 51:56*.....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50.*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아담에게 부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하셨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이사야 14:12-14*.....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에스겔 28:11-19*.....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 
Bakara 2:31-34*.....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 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 니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 
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İsra 17:61-65*.....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일러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니 그들 모 두가 부복하였으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to him whom you have made of clay?” 

 
 
 
 
 



성령,천사, 마귀 & 사탄 
51.*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받아드려지는가? (Ruh-ül Kudüs)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시편 139:7.....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요한복음 4: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도행전 5:3-4*.....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 
한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Bakara 2:87 & 253*.....권능를 주어 성령으로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회들이 바라 지 않는 한 선지자가  
Maide 5:110*.....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네가 요 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 게 말을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 씀과  
주의: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곳이 113군데나 있다.  
성령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52.*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창세기 1:1-2.....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
神)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욥기 26:13*.....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욥기 33:4*.....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04:30.....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 
Maide 5:110, 116 & 118*.....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네가 요 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 게 말을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 씀과  
Meryem 19:17-19.....그들이 보지 아니 하도록 그녀가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이 그 녀에게 천사를 보내니 그는 그녀 앞에 
사랑처럼 나타났더라  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당 신 주님의 
사자로써 성스러운 아 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하너 
 
 
 
 
 



53. 
"성령" 과 "가브리엘" 천사는 같은 동일한 존재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1:11-35*.....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Bakara 2:87 & 98*.....하 오 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에게 권능를 주어 성령으로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회들이 바라 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  
주의: 이슬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로 
묘사되고 있다. 

54.* 
"성령"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죄인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12:31-32*.....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 
Nisa 4:48, 116 & 168*.....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에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 하니라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시 니 
 

 
 
 



55. 
거룩한 책들은 성령의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로마서 1:11.....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 8:9.....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13-16*.....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다서 18-19*.....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 
İsra 17:85*.....그들이 성령에 관하여 그대 에게 

물으리라 일러가로되 성령은주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가 아는 것은 미량에 불과하 니라 
56.*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20:21-22.....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 

사도행전 1:8.....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고린도전서 12:1, 4-11 & 13*.....형제들아 !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주의			꾸란 은 성령의 은사 도 성령의 내주 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57. 
영적인 은사들은 믿는자가 다른 믿는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전이될 수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디모데전서 4:14-15*......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후서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히브리서 6:1.....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죽은 자의 부활과 
------------------------------------------------- 
주의: 코란에서는 영적인 은사들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전이되어진다는 언급이 없다. Cf. Rom. 1:11, 2 Thess. 
2:8 &    1 Tim. 4:14-16. 

58.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종류의 기적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누가복음 10:17*....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요한복음 14:12*.....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도행전 6: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8: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 
주의: 코란에는 그누구도 예수처럼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다. 
 
 
 
 
 



59. 
하나님은 어떤 믿는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방언과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고린도전서14:2 & 5*.....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로마서 8:26-27*.....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주의: 코란에는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없다. 

60.* 
하나님의 종인 천사(Melek)들과 사탄의 종인 마귀 (Jinn) 
사이에 확실한 구분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5:41*.....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12:9*.....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Jinn 72:1—16*.....일러가로되 내게 말씀이 계시 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 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 

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되 주님을 어떤 것과 비유하지 

않노라  우리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 우리는 다른 길을 따르고 있노라 
 
 
 
 



61. 
사탄이 회개하여 선하게 될 수가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요한계시록 12:9-10*.....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Bakara 2:208*......온전히 귀의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 야말로 사악한 너회의 분명한 적 

이라 

Yusuf 12:5*.....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그들이 너를 

음모하려 할 것이라 실로 사탄은 인간에게 적이니라 

Zukhruf 43:36-39.....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신교훈으로부터 외면하는 자를 위해사탄을 두사 

사탄이 그의 친구가 되더라 

62. 
어떤 “마귀”가 회개하여 선하게 될 수가 있는가? (Jinn)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유다서 6-7*.....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  
Jinn 72:1, 11, 13 & 14*.....일러가로되 내게 말씀이 계시 

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 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 우리는 다른 길을 

따르고 있노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것을 믿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님께 귀의하 는 자 있고 이탈하는 자 있나니 

귀의하는 자 누구든  

주의		마태복음 25:41, 베드로후서 2:4, 요한계시록 12:9 & 
46:29-31. 
 
 
 
 
 



63.* 
거룩한 경전 중에서 마귀가 사람에게서 쫒겨남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9:33.....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마태복음 17:18.....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1:25-26*.....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사람에게서 나오라 !'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누가복음 4:35, 8:33 & 9:42*.....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 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 
주의: 코란에는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쫒겨나가는 구절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가 쫒겨나간 구절이 89번이나 있다. 

64. 
사탄의 속이는 능력은, 바로 그들이 약하고 비효과적임을 
말해주는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4:6*.....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고린도후서 4:3—4.....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Nisâ 4:76*.....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 

Nahl 16:98.... 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하려 할 때 

저주받은 사탄의 유혹 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Shu'arâ 26:210-211*.....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오 지 

아니 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적합하 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 노라 
 
 
 
 



65.* 
사탄은 이세상의 “왕자” 또는 “통치자” 로 간주되어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누가복음 4:6.....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2:31.....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30*.....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4:3-4*.....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Nahl 16:100.....그의 능력이란 그를 보호자로 택하며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 유하는 이들에게만 미칠 뿐이라 
주의	:		요한복음 16:11, 고린도후서 11:14 &에베소서 6:11-12. 

그리스도와 무하마드 
66.*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7:14*.....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Meryem 19:16-22*.....성서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 에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아니했고 또한 부 정을 저지르지도 
아니 했는데 어 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 까  이에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 리라 당신의 주님께서 그것은 내 게 쉬운 일이라 그로하여금 
백성 을 위한 예증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의 은혜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명 
하여진 일이었노라 
 
 
 
 
 
 



67.*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가복음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요한복음 8:46*.....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 
고린도후서 5:21.....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21-22.....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요한 1 서 3:5*.....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Bakara 2:253*.....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Meryem 19:19*.....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당 신 주님의 
사자로써 성스러운 아 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하너 

68.*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지녔다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9:4.....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 
요한복음 7:45-46*.....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6:30*.....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 
Al-i İmran 3:45-48*.....메시아 예수이니라 그 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릉한 주인 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 운데 
한분이라  그분은 성서와 지혜와 구약 과 신약을 그에게 
가르치시어 
 
 
 
 
 



69.*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죽은자를 
살렸다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가복음 1:40-45.....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 하신대 
요한복음 11:14-44*.....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 
------------------------------------------------- 
Al-i İmran 3:45-50*.....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 
의 이름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 실 때 나는 장님과 
문등이 들을 낫게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자를 
살게하며 너희가 무엇 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을  
Maide 5:110*.....빛어 그곳 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 
새가 되었노라 또한 장님과 문등 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자를 살게하니 이도 나 의 뜻이었노라 또 네가  
주의: Injil 에는 예수께서 행한 37번의  기적이 나온다. 

70.*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순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3:10*....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요한복음 14:15 & 21-24*.....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 
Al-i İmran 3:50 & 55*.....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해 내거 
너희 에게 왔으며 주님으로부터 예증 을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Zuhruf 43:61 & 63*.....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 주겠 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내게 순종하라 
 
 
 
 
 
 



71.*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야” (기름 부음 받은자)로 인정되었다고 
받아드려지는가? (the Anointed One)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6:63-64.....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1*.....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25-26*.....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 하시니라 
------------------------------------------------- 
Al-i İmran 3:45*.....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 

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 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  

Nisa 4:171-172*.....종 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 로 예수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 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마리 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 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 자들을 믿되  
주의: 신약 성경에는 “메시야” 또는 “그리스도” 라는 말이 
558번 사용되었으나, 코란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야” 라고 
10번 언급되었다. 

7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었다고 받아드려지는가? 
(Logos / Kalimullâh)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1-3 & 14*.....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9:13-16*.....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  
Al-i İmran 3:39*.....볼 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 

너에게 소식을 전하리니 하 나님의 말씀으로 한 아이가 잉태 

하여 태어나니 그가 예언자들 가 운데 한 예언자가 되리라 
 
 
 
 
 



73.*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존재했다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9: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미가 5:2*.....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요한복음 8:58.....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Al-i İmran 3:59*.....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빛어 그에 
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74.*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1:18-24..... 보라 !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한복음 1:1 & 14.....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5-8*....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 
Maide 5:17*.....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 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 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벌 을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75.* 
그리스도는 “신성” 하시고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신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1:1 & 14.....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5:17-18.....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10:25-33.....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요한복음 20:28-29*.....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골로새서 2:8-9*.....아니니라…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Maide 5:75, 116 & 118*.....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 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 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의: 성경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367 번 묘사하였다. 

76.*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골로새서 1:13-20*.....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1-2 & 10-12*.....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Zuhruf 43:57-59*.....그는 한 종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 
 
 
Zuhruf 43:59*.....Jesus is nothing but a slave 
whom We rendered an example for the Children of Israel. 
 
 



7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라는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14: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 진리요 
! 생명이니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1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2:5-6*.....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 
Bakara 2:48*.....그날을 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라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 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Zümer 39:44.....일러가로되 모든 중재는 하 나님의 
것이거늘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그분께 있어  

7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16:16.....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가복음 14:61-62.....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  
누가복음 1:32 & 35*.....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 
Tevbe 9:30-31*.....유대인이 이르길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하니 
욕되게 하사 그들은 진실 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더라 
주의: 성경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92번 묘사하였다. cf. 
En’am 6:101, Furkan 25:2, Zuhruf 43:81 & Jinn 72:3. 
 
 
 
 
 



79. 
거룩한 경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육체적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1:26-35*.....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요한 1 서 5:20*.....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 
En'am 6:101*.....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라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 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뇨 그분 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 
Jinn 72:3*.....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 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 으신 분이라 

80.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경배를 받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런 경배를 합당한 것으로 받으신 것인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8:9-10*.....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 
요한복음 9:35-38.....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 하고 절하는지라 
요한복음 20:28-29*.....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Maide 5:116 & 118*.....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 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하시 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 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81.*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드릴 수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가복음 2:5-7 & 10-11*.....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 하시니 

누가복음 5:20.....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43*.....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 1 서 2:12.....자녀들아 !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 
Al-i İmran 3:135*.....하나 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 여 주겠느뇨 그리 

Maide 5:75*.....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선 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82.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받아 
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계시록 1:11-18*.....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 
Zuhruf 43:57 & 59*.....그는 한 종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 
 
 
 
 
 



83.*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43:11-13.....나 곧 나는 여호와라 !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누가복음 2:11.....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4:42*.....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디도서 1:4.....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 
요한 1 서 4:14*.....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 
Nisa 4:171*.....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 로 예수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 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마리 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 님의  

84.*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 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3:16 & 3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4: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 진리요 
! 생명이니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10-12*.....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 
Al-i İmran 3:19 & 85*.....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들도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되리라  
 
 
 
 
 



85.*	
세상의 죄를 사하는 희생의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53:5-12.....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29*.....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고린도전서15:3-4.....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En’am 6:164*.....돌아오거 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수 없노라 너희는 주님께로 귀 
İsra 17:15.....할 뿐이라 짐 진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 낼 

86.	
메시야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선지자에 의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이사야 53:1-12*....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니엘 9:26*.....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 
Al-i İmran 3:55*.....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숭천케 한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 불 
신자들로부터 세제하며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 희는 내게로  
Meryem 19:30 & 33*.....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탄생한 날과 제가 임종 하는 날과 제가 
살아서 부활하는 날에 저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 습니다 
 
 
 
 
 



87.	
예수께서는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 죽게될 것을 자신이 미리 
말씀하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16:21*.....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요한복음 12:32-33.....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 
주의			코란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것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다. 

8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7:50.....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가복음 15:37.....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4:44 & 46*.....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요한복음 19:30.....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고린도전서 15:3-4*.....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Nisa 4:157*.....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 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 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 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 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 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 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89.*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4:2-3*.....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하리라 
요한계시록 22:12 & 20*.....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  
-------------------------------------------------  
Nisa 4:158*.....하나님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Zuhruf 43:61*.....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일러 가로되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주의:  무하마드의 재림을 “예측”하거나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가? 

90.* 
무하마드의 재림을 “예측”하거나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4:11 & 26*.....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 
요한복음 5:31*.....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고린도후서 13:1*.....갈 터이니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 
A’raf 7:157*.....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라 그들 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악 
Saf 61:6*.....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 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 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써 내 앞 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맏 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그러나 그가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임 
 
 
 
 
 
 



91.*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무하마드가 글을 아는 유대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4:22.....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로마서3:1-2*.....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4*.....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A’raf 7:157-158*.....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선지자를   
앗아 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하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 선 지자를 믿으라 그는 하나님을 
Shura 42:52*.....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 의 명령으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그대는 이전에 성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92.	
무하마드 자신이 선지자라고 선포한 것이 선지자임을 증명해주는 
타당한 시금석이 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5:31 & 36*.....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32-33.....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3:1*.....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 
Rad 13:43*.....불신자들이 그대는 선지자 가 아니라 
말하니 일러가로되 나 와 그리고 너희 사이의 중인은 하나님 
만으로 충분하며 또한 성서 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노라 
Fetih 48:28*.....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하나 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시어 모든 다른 종교위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 
 
 
	
 
 
 



93.*	
무하마드의 메세지는 예수와 다른 선지자들의 메세지와 온전히 
일치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이사야 8:20*.....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4:32-33*.....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 서 5:20....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 
Shu’ara 26:192-197*.....실로 이것온 만유의 주님 
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그것은 선조들의 성서에 서도 
언급이 되었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학자들 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예중이 되지 않느뇨 
Fussilet 41:43*.....그대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 었던 
것들이 그대에게도 있었노라실로 그대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  
Shura 42:15.....있으며 너 희에게는 너희 행위에 대한 책임 
이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논쟁이 필 

94.*	
하나님은 무하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예수와 다른 선지자들이 보여준 기적들을 
행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나?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5:36*.....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4:11*.....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 
Yunus 10:20*.....이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예중이 없느뇨 라고 말 하니 일러가로되 실로 보이지 않 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니 기다리 라 실로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주의: 성경에는 예수와 다른 선지자들이 행한 157 기적의 
기록이 있는데, 코란에는 무하마드가 유사한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다. 
	
 
	
	
	



95.*	
무하마드는 예수나 다른 선지자들 처럼,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예언적 은사를 가졌었나?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신명기18:22*.....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사무엘상 9:9*.....(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 
En’am 6:50*.....일러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내게 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지  
Ahkaf 46:9*.....일러가로되 내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며 내게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내가 모르도다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 에 불과하니라 

96.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하마드가 카바에서 검은돌에 입맞추는 
것을 용납하셨고, 아랍 이방신들을 경외하는 것을 용서 
하셨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20:3-5.....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열왕기상 19:18*.....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고린도후서 6:16*.....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	
Bakara 2:158*.....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 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 을 실천하는  
Nejm 53:18-20.....실로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았노라  실로 너희는 라트와 웃자를 보았으며 
주의		Hadith: Bukhari 2:667, 673-680 & En’am 6:103-109.	
 
	
 
 
 
 



97.	
무하마드는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간주되어졌었나?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전도서 7:20*.....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도행전17:30.....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요한 1 서 1:8 & 10.....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Yusuf 12:53*.....나는 내 자신을 변명치 않으리라 실로 

인간은 죄악에 물들기  

Muhammad 47:19..... 없음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잘못 과 

맏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오 를 위해 용서를  
98.	

무하마드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로 간주되어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계시록 1:1, 8 & 17*.....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 22:13, 16 & 20*.....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 오시옵소서 
------------------------------------------------- 
Ahzab 33:40*.....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 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최 

Fatih 48:28*.....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하나 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시어 모든 다른 종교위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 
주의: 예수는 다시 돌아 오실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하마드는 
그렇지 않다. 
 
 
 
 
 



인간과 죄 
99.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켰고 또한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자초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 하시니라 
로마서 5:12-19*.....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Bakara 2:35-38*.....하나님이 말씀하사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00.	
사람들은 “죄의 본성” (원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구절들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64:6*.....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예레미야13:23.....구스인이 그 피부를,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로마서 3: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Taha 20:122*.....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그분에게 회개하니 그 분은 그를 인도하셨노라 
Tin 95:4*.....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 운 형상으로 
빛으신 후 
 
 
 
 
 
 



101.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열왕기상 8:46.....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시편 130: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잠언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전도서 7: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10*.....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 1 서 1: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Yusuf 12:53.....나는 내 자신을 변명치 않으리라 실로 
인간은 죄악에 물들기 쉬우니  
İbrahim 14:34*....수 없으니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Nahl 16:61*.....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죄악으로 벌을 
주시려 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사랑있는 생물체도  
Shu’ara 26:82..... 심판의 날 나의 잘못을 사하 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분이 십니다 
Muhammad 47:19..... 그리고 그대의 잘못 과 

102.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숭배되어져야 하는가?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이사야 42:8*.....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İsra 17:23*.....주님이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 부모에 게  
Zariyat 51:56*.....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103.	
사람의 죄가 그를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당연한 
결과로서,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록 저주 받게되는 것인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에스겔 18:4 & 20.....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복음 12:5*.....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0:13—15*.....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 
A’raf 7:41*.....그들을 위해 지옥에 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불이 있을 뿐이니 이것이 죄지은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Yunus 10:27*.....싸여진 것 같더라 그들은 불지옥의 주 

인으로서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104.*	
거룩한 하나님은 작은 죄들도 중하게 여기시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마태복음 12:36*.....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5:6*.....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Ahzab 33:5*.....가 진 그의 형제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부르라 실수한 것은 너희에 게 죄가 아니나 너희 마음이 

의도적이었다면 너희가 죄인이라 실 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Nejm 53:31-32*.....큰 죄악과 수치스러운 행위 를 피하려 

하는 자가 작은 실수 를 하였을 때 실로 주님은 충분 히 

관용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105.*	
도둑의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적절한 처벌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22:1-4*...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잠언 6:30-31*.....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누가복음 6:35-36.....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 
Maide 5:38*.....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르라 이는 그 

두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거늘 하나님은전능과  

106.	
믿는이들이 때때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이들을 속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Taqiyya or Kitman)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잠언 6:16-17.....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거짓된 

혀와, 

스바냐 3:13*.....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휼  

요한계시록 21:8 &  27*.....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하리니 이것이 둘 
------------------------------------------------- 
Bakara 2:225*.....너회의 맹세속에 비의도적 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 하시지 아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 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Tahrim 66:2*.....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속죄를 

명령하셨나니 하나님 이 너희의 보호자이시라 실로  
주의: Taqiyya =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함.  
      Kitman = 생략함으로 거짓을 말함. 

	
 
 
 
 



107.	
동성애는 금지되거나 저주받는 죄로 간주되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레위기 20:13*.....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26-27*.....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A’raf 7:80-81*.....하나님은 또한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더라 너 희 이전 어떤 사람도 저지르지 아니한 
부끄러운 일을 너희들은 저 지른단 말이뇨  너희는 여성을 마다하고 
남 성에게 성욕을 품으니 실로 너희 는 죄지은 백성들이라 
Neml 27:54-55*....롯을 한 선지자로 보내니 그 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가 지켜보면서 죄를 범하느뇨  
너희는 여자가 아닌 남자들 에게 성욕을 갖느뇨 

108.	
낙태와 살인은 금지되고 저주받는 죄로 간주되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창세기 9:6-7*......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출애굽기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 
출애굽기 21:12.....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잠언 6:16-17*.....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 
Maide 5:32.....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내 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 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자 가 
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 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İsra 17:31*.....궁핌의 두려움으로 너희 자 손을 살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나니 너 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럼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 
	
 
	
	
 



109.*	
죄에 대한 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지워질 수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로마서 3:28*.....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3:11.....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야고보서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 
Hud 11:114.... 시작하는 시각에 예배를 드 리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염 
Ankebut 29:7*....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 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 를 사하여 줄 것이며 그들이 행한 가장 훌륭 

Nejm 53:32.....큰 죄악과 수치스러운 행위 를 피하려 
하는 자가 작은 실수 를 하였을 때 실로 주님은 충분 히 
관용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흙에서 창조한 너희를  

구원 
110.	

사람은 “크리스챤” 또는 “무슬림”으로 태어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12-13*.....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5.....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23.....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 
Kâfirûn 109:1-6*.....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 
주의: 성경에서는 사람이 크리스챤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한다. 그러나, 무슬림 아버지에게서 난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무슬림이라고 간주한다   
 
 
 



111.*	
사람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달려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로마서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에베소서 2:8-9*.....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디도서 3:4-6*.....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 
Hud 11:114*....시작하는 시각에 예배를 드 리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염 

Ankebut 29:7*.....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 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 를 사하여 줄 것이며 그들이 행한 가장 훌륭 

112.	
죄에 대한 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은 피흘리는 
희생의 대가가 받드시 있어야 하는가? (Kefaret)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레위기 17:11*.....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12 & 22*.....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 
Bakara 2:48*....그날을 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라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 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Hajj 22:37*.....고기와 피는 하나님께 이르 지 아니하나 
너희의 경건함은 그 분에게 이르니라 그렇게 하여  

	
 
 
 
 



113.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은 하나님 어린양의 희생적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서 얻어질 수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1:29.....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로마서 3:24-28*.....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1:7*.....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	
En’am 6:164.....말이뇨 그분 은 만물의 주님이시라 누구나 그 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거 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Nejm 53:38*....짐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 

114.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야로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로마서 10:9-10 & 17*.....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 
Bakara 2:119-120*.....하나님은 그대를 진리의 복음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보냈 나니 지옥의 동반자들에게 관하여 는 
책임은 없노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대를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 의 신앙을 따르라 할 것이니 하나 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 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 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것이라 
 
 
	
 



115.*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받아드려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11:25*.....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 진리요 ! 

생명이니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Al-i İmran 3:19-20*.....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들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그 들에게 

그른 지식이 도래하였더라하나님의 

116. 
물 세례는 오늘날 믿는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인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8:19-20*.....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38*.....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 
주의: 코란에는 물세례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없다.  
 
 
 
 
 
 



117.	
할례는 오늘날 믿는 남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고린도전서 7:18 & 20*.....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갈라디아서 5:2....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6*.....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 
------------------------------------------------- 
Nahl 16:123*....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에 게 우상을 
섬기는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주의: 이슬람에는, 할례는 아브라함 신앙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슬림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Hadith 에서도 볼수 
있다: Bukhari 1252, Fatih al-Bari 6:388; and 
Muslim 4:2370. 

118.	
사람은 “거룩” 해야 한다는 명령과 “거룩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구절들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레위기 11:44*.....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 
고린도전서 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히브리서 12:14*.....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좆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15-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2:11..... 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 
주의: 코란에는 사람에게 거룩하라 또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명한 구절이 없다. 
 
 
 
 



119.	
사람은 자기의 자유 의지와 결단력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1:12*.....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14 & 16.....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갈라디아서 3:26*.....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히브리서 12:5-6.....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 
Maide 5:18*.....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니 일 러가로되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너희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 느뇨  

120.*	
사람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지고 또는 
운명지어 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신명기 11:26-27.....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30:19*.....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수아 24:15*.....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 
Tevbe 9:51*.....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분이시라 
Ahzab 33:38*.....순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 
주의: 크리스챤 중에서, 아르메니안은 “아니요”, 
칼빈주의자는 “예” 라고 할 것이다.  
	
	
	
	



121.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측정하는 균형 저울을 사용하시는가?  
(Terazi)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에베소서 2:8-9*.....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디도서 3:4-5*.....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 
A’raf 7:8-9..... 공평하니 선 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성 
하리라  저울이 가벼운 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 
Mü’minun 23:102-103*.....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그들의 영흔을 잃고 
지옥에서 영 원히 사노라 

122.*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듭남” 
과 “다시 태어남”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요한복음 1:12-13*.....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3*.....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23*.....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 
주의: 코란은 영적인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 의 필요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12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모든이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과 보증을 주셨나?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24*.....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Al-i İmran 3:55 & 113-115*.....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숭천케 한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 불 신자들로부터 세제하며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 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Maide 5:47 & 69*.....믿음을 가진 신앙인들과 유 대인과 

사비 사람들과 기독교인 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 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 과 슬픔이 없노라 

미래의 일들 
124.*	

“예언자” 또는 “예언”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미래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Nebi)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사무엘상 9:9*.....(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요한계시록 19:10*.....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 
Ahkaf 46:9*.....일러가로되 내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며 내게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내가 

모르도다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 

에 불과하니라. 

	
	
 

	



125.*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미래 일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풀어지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4:3, 14 & 25*.....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요한계시록 1:1*.....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  
En’am 6:50*.....일러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내게 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내가 천사라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 일러 가로되 장 
126.	

세상의 마지막날에는 세계적으로 능력있는 사탄의 통치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구절들이 있는가? (Antichrist / Mehdi)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4:21-2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7-9*.....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요한 1 서 2:18*.....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계시록 6:1-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 
주의: 코란은 적그리스도나 메디가 올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127.*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심판의 날” 이 있을 것인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히브리서 9:27.....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2: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요한계시록 20:11-15*.....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Bakara 2:113*.....하나님은 부활 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Al-i İmran 3:185*.....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 
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128.*	
모든 사람들은 일정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당하게 될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5:24*.....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 
Al-i İmran 3:185.....되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 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Meryem 19:70-72*.....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가 불 에 타야할 
자인가를 가장 잘 알고계시니라  너희 가운데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경 계하는 자들은 
구제할 것이되 사 악한 자들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 
  
 
 
 
 
 



129.*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 후에는 그곳에서 나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5:41 & 46*.....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6:25-26*.....아브라함이 가로되 ̀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 
En’am 6:128*.....당신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르 렀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길 지옥 의 불이 너희 주거지 이거늘 그곳 
에서 영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자는 제외라 실로 
주님 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함이 라 
Hud 11:106-107*.....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있게 될 
것이매 그곳에는   천지가 존속하는 한 그들은그안에서 
영생하나 그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130.	
부활 후의 몸은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된 육체적인 것인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고린도전서 15:35-50*.....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 
Bakara 2:25 & 259*.....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 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기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  뼈들 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 하시자  
Vakia 56:35-38.....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 운 
배우자들을 두시고  그녀들을 순결케 하였으며 
Nebe 78:33*.....나이가 같은 청순한 배우자 가 있으며 
 
 
	
 
 



131.*	
하늘에서는 성관계와 결혼하는 것이 있는가? (Houris)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2:28-33*.....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5:50*.....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	
Tur 52:20..... 그들이 침상에 줄지어 기대 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이 큰 아름다운 배우자를 앉게 하시더라 
Rahman 55:55-56, 70-72*.....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 안에는 눈을 내려 감은 어떤 

인간과 영마도 접촉하여 보 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  눈을 
내려 감은 배우자가 정자에 있나니 

132.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에베소서 5:25, & 32*.....남편들아 !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9: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요한계시록 21:9.....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2: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 
주의: 코란은 교회에 대하여 한번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다: Hajj 22:40.  
 
 
	
 
 
 



실제적인 삶의 잇슈들 
133.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오늘날 법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Shariah)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로마서 6:14.....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10:4.....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3:11 & 25*.....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 
Maide 5:48*.....벗어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각자 에게 율법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공동체를 형성케 하려  
Jathiyah 45:18*.....그후 하나님은 그대를 바른 길 위에 두었으니 
그대는 그 길 을 따르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 혹을 따르지 말라 

134.	
믿는이들이 와인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7:34-35.....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5:23*.....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 
Bakara 2: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때 
일러가로되 그 두 곳 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Maide 5:90-91*.....믿는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 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사탄은 너희가운데 적의와 중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 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 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 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135.	
믿는이들이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사도행전 10:13-15*.....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0:25*.....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골로새서 2:16.....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 
Maide 5:3*.....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 
En’am 6:145*.....일러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 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체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 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 

136.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오늘날 금식하는 것을 기대하시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요엘 2:12.....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태복음 6:17.....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가복음 2:20*.....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5*.....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 
Bakara 2:183 & 185*.....너회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제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회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137.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을 다른이들이 보는데서 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6:5-8*.....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6-18*.....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께서 갚으시리라 
------------------------------------------------- 
Nisa 4:103*....예배를 행한 후에도 서있을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염원하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때는 온전하게 예배를 하 라 믿는 신도들에게의 예배는 정 
하여진 그 시간이니라 
Jumah 62:9*.....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 하 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두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 를 위해 복이 되리라 

138.*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년 한달 동안 낮에 금식하고 밤에 
잔치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Ramadan)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이사야 58:3*.....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마태복음 6:16-18*.....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께서 갚으시리라 
------------------------------------------------- 
Bakara 2:183-185*.....너회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제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회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139.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십일조와 자선하는 것을 기대하시는가?  
(Zekat)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말라기 3:8*.....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마태복음 6:3*.....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19:21.....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 
Bakara 2:177*.....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Tevbe 9:103-104*.....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그들을 대신하 여   
하나님은 종복의 회개함을 수락하고 자선금을 수락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  
Mu’minun 23:1 & 4.....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들이며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들이며 

140.	
하나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다섯번씩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Namaz)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6:7*.....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한복음 4: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Bakara 2: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 
Hud 11:114..... 그날의 두편에 예배를 하고밤이 시작하는 
시각에 예배를 드 리라 실로 선행은  
İsra 17:78*.....서산에 해가 기울어 어둠이 질 때까지 예배를 
올리고 새벽에 도 꾸란을 낭송 
 
 
 
 
 



141.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평생에 한번 이상 성지 순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가?  (Hajj)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4:24-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한복음 4:19-24*.....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말을 
믿으라 !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Bakara 2:196*.....깍지 말것이며 너 회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를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 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온 제물 
Al-i İmran 3:97*.....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것이라 

142.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년에 한번씩 짐승의 희생제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가?  (Kurban)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시편 51:16-17*.....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히브리서 9:11-12 & 25-28*.....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 
Bakara 2:196*.....깍지 말것이며 너 회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를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 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온 제물 
Hajj 22:28 & 34*.....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식을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가축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143.	
무슬림이 성경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그들이 크리스챤이나 
유대인에게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베드로전서 3:15*.....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Yunus 10:94*.....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 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 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 
Nahl 16:43*.....하나님이 그대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냈으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인간이라 너 희가 알지 못한다면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노라 

144.	
만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경전의 내용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면, 그 대답이 원치 않는 것일 경우 정직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사도행전 17:11*....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한 1 서 4:1*....사랑하는 자들아 !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 
Bakara 2:108*.....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것처럼 너희의 
선지자께 질문을 하고자 하느뇨 믿음을 버리며 불 신하는 자는 바른 
길로부터 방황 하노라 
Maide 5:101*.....믿는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꾸란이 계 시되는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그러나 하나 님은 지나간 것을 용서 하시니 하 
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 라 
Enbiya 21:7.....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계시를내린 선지자들도 
사람이었거늘 면 메세지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 보라 
 
 
 
 
 



 
145.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 외에도, 전통되어지는 이야기나 인간의 
해석이 신뢰할 만한 것이며 거룩한 경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Hadith)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예레미야 17:5*.....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받을 것이라 
로마서 3:4*.....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 
Nejm 52:33*.....아니면 그가 그 메세지를 위조하였다 그들이 
말하느뇨 그렇 지 않노라 그들이 믿음을 거역할 뿐이라  그들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 은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라 
주의: 이슬람에서 가장 신뢰되어지고 자주 인용되는 언행록 
수집가로는 Ibn Ishaq (d. 768); Ebu Davud (d. 775); Ibn 
Hisham (d. 833);  Muhammad al-Bukhari (d. 870); Sahih 
Muslim (d.875); İbn Maje (d. 886); al-Tirmidhi (d. 892); 
Ebu Jafer Taberi (d. 923)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무하마드 때에 같이 살았거나 가까웠던 사람은 없다. (570-632). 

146.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는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을 널리 알리기를 기대하시는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5:20*.....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베드로전서 3:15*.....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Tevbe 9:33.....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 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 
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Nahl 16:125*.....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 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 라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벗어난 자와 바른 길로 가는자를 알고 계 심이라 
	
 
 
 
 



	 	
147.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다양한 파당과 교파와 분열 그룹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고린도전서 1:10*.....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3:3-4*.....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 
Al-i İmran 3:103*.....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 을 붙잡으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 라 하나님이  
En’am 6:159*.....실로 종교를 분열시켜 파벌을 조성하는 자 
있도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이 
하나님께로 이르니 그분께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148.	
거룩한 경전에는 사람들이 세상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기를 권장하는 구절들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시편 5:11*....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로마서 14:17*.....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 
Zuhruf 43:70*.....너희와 그리고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기뻐하리라 
İnsan 76:11*.....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사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 
주의: 코란에서 언급하는 삶에서의 기쁨은 내세에 한해서 
이다 
	

	
	

	



149.*	
거룩한 경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치유를 
베푸신 예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출애굽기 15:26....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 
시편 103:2-3.....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태복음 4:23*.....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도행전 5:15-16*.....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고린도전서 12:28 & 30.....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 
주의: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록이 신약성경에서 26번 있으나, 하나님이 
무하마드를 통하여 그의 생전에 사람을 고쳤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150.*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예배할 때에, 음악과 춤과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구절들이 있는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신명기 31:19.....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시편100:1-2.....(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에베소서 5:18-19*.....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주의: 성경에는 음악과 율동과 노래하는 것을 450 번 
권장하고 있으나, 코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151.*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를 때,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신명기 17:17*.....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것이며 은, 
고린도전서 7:2*.....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 
Nisa 4:3-5 & 24*.....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준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 혼하라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너희를  
Ahzab 33:21, 32-33, 38 & 50*.....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 있었거늘 이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라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는다른 여성들과 같지 
않나니 만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한것을 이행하는 것은  

152. 
한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지니고 있을 때,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신명기21:15.....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느헤미야 13:26-27*.....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  
------------------------------------------------- 
Nisa 4:3*.....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준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 혼하라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 
Nisa 4:129*....너희가 최선을 다한다하여 아내들을 
공평하게 할 수 없으리 라 한쪽으로 치우쳐 매달린 
 
 
 
 
 
 



153.	
임시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결혼이 허락되어지는가? (Mut’ah)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말라기 2:16*.....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찌니라 
고린도전서7:10-13*.....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	
Nisa 4:24.....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 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 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 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 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 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 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Maide 5:87.....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금기하지 말며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실로 하나 님은 범주를 벗어난 자  

154.	
거룩한 경전에는 아내들이 성적 대상으로, 상품으로, 또는 
남편들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베드로전서 3:7*.....남편된 자들아 !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5:25*.....남편들아 !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 
Baqara 2:223*.....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 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회가 원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 
하여 씨를 뿌리되 너회 스스로를 위해 조 
Al-i Imran 3:14*.....여성들과 자녀들과 금은 보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경지들은 인간의 현세 즐  
 
 



155.*	
남자가 여자 노예를 사거나 사로잡아서 그들과 성관계 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고린도전서 7:23.....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3-7*.....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 
Nisa 4:24.....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 되나 너희들의  

Mü’minun 23:5-6*.....그들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나 

아내와 오른 손이 소 유하는 것들은 제외되어 나무랄 데가 없노라 

Ma’arij 70:22 & 29-30*.....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제외 라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 른 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이되 

156.*	
여자들은 집 밖에서는 베일을 써야만 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고린도전서 11:15*.....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 
Nur 24:30-31*.....믿는 여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 는  

Ahzab 33:59*.....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 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 록  
 

	
 
 



157.	
여자들의 권리는 남자들의 것과 동일한 것인가?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신명기 16:19.....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 
역대하 19:7.....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로마서 2:11.....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2:6 & 28.....돌아을 의사가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돌아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 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 나님은  
야고보서 2: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 
Bakara 2:228 & 282*.....믿는자들이여 일정기간 채 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 하되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 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되며 또한 채무를 진 사 람으로 하여금 잘못 
한다면 다른 중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 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 
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 
Nisa 4:3, 11 & 176*.....만 일 두 자매가 있다면 그 
둘에게는 남긴 것 가운데 삼분의 이를 가지 며 남매와 
자매들이 있을 때는 남 매는 자매의 두곱을 가지도다 이 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을 설 

158.*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때리는 것이 허락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에베소서 5:25-29*.....남편들아 !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保養)함과 같이 하나니 
골로새서3:19.....남편들아 !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 
Nisa 4:34*.....순결 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 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 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 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 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159.*	
크리스챤이나 무슬림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 
허락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신명기 7:3.....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7:28 & 39*.....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6:14 & 17*.....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 
Maide 5:5*.....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 믿 음이 강한 순결한 여성들이며 그 대 이전에 성서를 
받은자들의 여 성들도 너희가 그녀들에게 지참 금을 지불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살때는 허락된 것이거늘 간음을 해서도 않되며  

160.	
어떤 사람이 간음 이외의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 
재혼하는 것이 허락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5:32.....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9*.....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Bakara 2:231*....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그녀들에게 돌아 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롬게하여 줄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Tahrim 66:5*.....그가 너희와 이혼한다 하여 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부인들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니 그녀들은 
보다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 며 겹손하고 믿음을  
 
 
 
	
 
 



161.	
크리스챤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며, 무슬림의 목적은 
무하마드와 같이 행하는 것인가?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10:24-25.....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 
누가복음 6: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요한복음 14:15 & 23-24*.....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 
------------------------------------------------- 
Al-i İmran 3:31*.....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 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 나님은 용서와 자비로 충만 하시 니라 
Nisa 4:80*....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Ahzab 33:21*.....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 있었거늘 이는  
Zukhruf 43:63.....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 주겠 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내게 순종하라 

적과 전쟁 
162.	

거룩한 경전 중에는, 어떤 특정 믿음은 무력을 써서라도 다른 
모든 종교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17:20-21*.....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 
로마서14:17 & 22*.....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 
------------------------------------------------- 
Tevbe 9:33*.....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 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 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163.*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무력이나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아니 코란에 
디모데후서 2:24-25*.....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 
Bakara 2:256*....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Al-i İmran 3:20..... 등을 돌린다해도 그 계시를 전하는 것 
은 그대의 의무이라 실로 하나님 은 그분의 종복들을 지켜보고 
Kaf 50:45.....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나니 그대는 그들에게 강요하는 자 아니라 그러 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 하 는 자들에게 이 꾸란을 낭송하라 
Gasiye 88:21-22.....인간을 감독하며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164.*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에게 그들이 종교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며 전쟁하는 것을 
권장하는가?  (Jihad)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로마서 12:17-19*.....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2:14.....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좆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Bakara 2:190-193*.....너회에게 도전하는 하나님 의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 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회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 라 박 
Tevbe 9:29*.....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 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 
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 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 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165.	
어떤 사람이 원래 가진 믿음으로부터 변절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바꾸기를 결정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히브리서 3:12–13*.....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 
Nisa 4:89*.....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주의: 다음 어록은 무하마드가 변절자에 관하여 남긴 것이다. 
“이슬람 종교로부터 개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Sahih 

Bukhari: 집.9 권 84 호 57-58, 참조 집.4 권 56 호 
808 ) 
 

166.	
가족, 친구 또는 형제들과의 싸움에 대하여 규정되고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고린도전서 7:13-24.....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 
Mujadila 58:22*.....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 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이던 아 들이던 또는 형제들이나 천척 

들이던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리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게하니 그 밑 

Taghabun 64:14*.....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아내 와 자손 

중에도 너희 적이 있거늘 그들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167.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이 자기 양심에 꺼릴지라도 다른 
믿음 가진이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사도행전 24:16*.....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디모데전서 1:5*.....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 
Bakara 2:216*.....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남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 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 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Enfal 8:17*.....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케 하였으며 그들에게 던진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셨 음이라 이는 훌륭한 시험으로 믿 는 자들에게 은헤를 베풀고자 함 
이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 심 

168.	
다른 믿음을 가진이에 대하여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갈라디아서 5:19-21.....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야고보서 4:2 & 8*.....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ㅜ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 마음을 성결케 하라 
-------------------------------------------------	
Tebve 9:41*.....가볍게든 또는 무겁게 무장 하여 나아가 
너희가 재산과 너희 의 생명들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 하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Ankebut 29:6.....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사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아니하 노라 
 
 
 
 



169.	
하나님은 무하마드에게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번의  
침략 전쟁을 치룰 것을 권고하셨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요한복음 18:36*.....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 

고린도후서 10:3-5*.....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 
1. Badr 전투:  (624 년 3 월) 
   Al-i İmran 3:13 & 123; Anfâl 8:5-19 & 41-44  
2. Uhud 전투:  (625 년 3 월) 
   Al-i İmran 3:121-122, 3:140 & 165-172  
3. Hendek 전투: (627 년 5 월) The Trench 
   Ahzab 33:9-12 & 25-27 
4. Hudeybiye 전투: (628 년 3 월) 
   Fetih 48:1-3 & 22-27  
5. Muta 전투: (629 년) Baqara 2:191-193 
6. Hunayn 전투: (630 년 8 월) Tevbe 9:25-27  
7. Tebük 전투: (630 년) Tevbe 9:38-40,   
   42-52, 65-66, 81-83, 86-87,90, 93, 117  
8. Mekka 전투: (630 년)  Tevbe 9:12, Kasas 
   28:85, Saf 61:13, Nasr, 110:1-3.  

170.	
거룩한 경전에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로마서12:18.....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 
Tevbe 9:29*.....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 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 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 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 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Ahzab 33:26*.....그분께서는 그들을 도운 그 성서의 백성들을 

그들의 본거지 로부터 쫓아내고 그들의 심중에 공포를 던지매 

너희는 일부를 살 해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았노라 	
	
	
 
	



171.	
거룩한 경전에는, 오늘날의 믿는이들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쟁과 싸움하기를 권장하고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에베소서 6: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디모데전서 2:1-2*.....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 
Nisa 4:76-77*.....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 나님을   
너희의 손들을 자제하라 그 리고 이슬람세를 지불하라는 

말을들었던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라는명령이 내려지니 그들중의 
한 무 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보지 않았느뇨 주여 

당신은 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도록 하 나이까 우리 
생명의 기한을 다소 나마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 매  
주의:  “지하드” 또는 전투는 코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6,236 구절 중에서 139구절, 즉  45구절 중 1구절이 전투에 관한 
셈이다. 적극적인 전투에 관하여는 Tevbe 9:29 & 123에 적혀 있다.  

172.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라고 권장하고 있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20:15 & 17*.....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에베소서 4:28*.....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 
Enfal 8:1 & 41*.....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오분의 
일은 하나님과 선지자와 친척들과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여행중에 있는 자들의 것이거늘 이는 너희가  
 
 
 
 
 



173.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이 그들의 대적에 대하여 테러와 
가혹한 수단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예레미야 22:3*.....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2:24-25*.....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	
A’raf 7:4*.....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멸망시켰더뇨 그들이 밤과 낮에 잠에 취해 있 을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벌이 있었노라 
Enfal 8:11.....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 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 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 리라 
Enfal 8:67.....사상자가 많아 한계를 넘을 때는 제외이나 

예언자가 포로로 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됨이라 너희는 
현세의 유흑을 원하나 하 나님은 내세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 

174.*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이들이 보복의 법칙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마태복음 5:39*.....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로마서 12:19-20*.....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5.*	
거룩한 하나님은 믿는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권장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신명기 32:35-36*.....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로마서 2:1*.....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2:14-18....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Bakara 2:179*.....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 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Maide 5:45*.....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 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 
처는 상처로 대하라 했으니 그러 나 자선으로써 

176.	
거룩한 하나님은 믿는자들이 그들의 대적에게 저주하는 것을 
권장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6:27-28*.....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3:10*.....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 
Bakara 2:159*.....저주와 저 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 을 것이라 
Al-i İmran 3:61*.....그대에게 지식이 이른 후에 도 
그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자가 있다면 일러가로되 우리는 
우리의자손들과 너희의 자손들과우리의 여성들과 너희의 
여성들과 우리 자신들과 너희 자신들을 함께 소 집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거 짓말 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벌이 
있으라 하되 
	
 
	
 
	



177.*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있고 국가로서는 벌을 
받는다고 간주하시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예레미야 31:37*.....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4:2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1:1-2*.....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2:14.....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Bakara 2:88-89*.....그들의 불신함에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 기 때문이라  나니 이들 불신 자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 이라 
Maide 5:12-13*.....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과 성약을 하고 
그들증에 열두 사 람을 지도자로 보내면서 말씀하 셨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만일 너희가  그들이 그들의 성약을 깨뜨 
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 을 저주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거 

178.	
전투를 하는 사람이 전투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보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사무엘상 30:23-24*.....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 
Nisa 4:95*.....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 는 믿는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 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사 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 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두 
부류에게도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 었노라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보 다 성전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 혜를 주시니라  
 
 
 
 
 



179. 
거룩한 경전에는,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보장되고, 하나님 또는 알라를 위해 싸우거나 죽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이유로, 
전투를 권장하고 있는가?   (Jihad)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야고보서 1:20.....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4:1 & 8*.....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  
------------------------------------------------- 
Nisa 4:77.....임하라는명령이 내려지니 그들중의 한 무 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보지 않았느뇨 주여 당신은 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도록 하 나이까 우리 생명의 기한을 다소 나마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 매 그들에게 이르되 현세의 쾌락 은 

순간이나 영원한 내세는 하나 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더  

Fath 48:16*.....뒤에 남아 있었던 사막의 아랍인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곧 힘이 강한 백성에 대항하여 전투 에 

초대되어 너희가 싸우게 되리 니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우라 그때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보상을 

베풀 것이요 이전에 외면했듯 너희가 외면한다 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너 희에게 내리시니라 

역사적인 사건들 
180.*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제칠일에 안식하심으로 
인간들이 따라야할 중요한 모범을 남겨놓으셨는가? (Shabbat)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출애굽기 20:8-10.....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Kaf 50:38*.....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들 사이의 

모든 것을 육일간에 창조하심에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했노라 

	
 
 
 
 



181.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비슷하게 사람을 지으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창세기 1:27-28*....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 
Nisa 4:28*.....창조되었기 때문이라 
İbrahim 14:34....수 없으니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Shura 42:11*.....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 보고 
계시니라 
Asr 103:2.....실로 모든 인간은 멸망케 되 니라 

182.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쫒아내실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창세기 3:13-15*.....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A’raf 7:23-25*.....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 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 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 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 가라 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단이 되리라 
Taha 20:123..... 그분께서 너희 모두는 여 기서 나가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 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 을  
	
 
 
 
	



183.*	
대홍수의 내용 중에서, 노아의 아들이 물에 빠진 후에, 
노아의 방주가 쥬디(Judi)산에 안착하였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창세기 7:7.....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창세기 8:4 & 18.....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Hud 11:42-44*.....방주는 그들과 함께 산처럼높온 파도를 
따라 표류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을 부르더 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오르라 불신자들과 함깨 하지말라 하였노라  아들이 
대답하여 물에서 저를 구해줄 산으로 도퍼하겠나이다하니 노아 
이르되 하나님이 은혜 를 베푸는 자 외에는 오늘 어느 것도 너를 
구할 수 없노라 파도가그들 사이에 들어 그는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노라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대지 여 그대의 물을 
삼킬 것이며 하늘이여 비를 그치라 하너 물이 줄어일이 끝남이라 
그리하여 방주가 주디산에 정박하니 죄지은  

184.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임할 축복의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창세기 16:11-12*....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창세기 17:18-21*.....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	
Meryem 19:54*.....성서속에 있는대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약속 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예언자이 며 선지자 이었노라 
 
 
 
 
 
 



185.	
아브라함이 메카로 여행을 하여 카바에서 희생제물을 
드린적이 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1. 갈대아 우르 (창 11:31; 행 7:2-4) 
 2. 하란 (창 12:1-4; 행 7:4) 
 3. 다메섹 (창 15:2) 
 4. 세겜 (창 12:6, 7) 
 5. 베델 (창 12:8) 
 6. 애굽 (창 12:9-20) 
 7. 베델 (창 13:1-9) 
 8. 헤브론 (창 13:10-18) 
 9. 단 (창 14:1-14)  
10. 호바 (창 14:15, 16) 
11. 살렘 (창 14:17-21)  
12. 헤브론 (창 15:1-21; 17:1-27, 창 16)  
13. 그랄 (창 20:1-18) 
14. 브엘세바 (창 21:1-34) 
15. 모리아 (창 22:1-18) 
16. 헤브론 (창 23:1-20)  
------------------------------------------------- 

Hajj 22:26*.....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 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 하는 자를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 했노라 
주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메카	에	가서	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헤브론	에서	175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86.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정통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있었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창세기 22:2 & 9-12*.....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Saaffat 37:107.....하나님은 훌륭한 희생으로 그를 대신하였노라 
주의  코란	에서는	아브라함	이	희생	려고	하는	아들	분명	하지	않다. 
	
	
 
 
 



187.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선지자로 간주되어지는가?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창세기16:7-15*.....가로되 `사래의 여종…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갈라디아서 4:22-31*.....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런즉 형제들아 !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 
Nisa 4:163.....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예수와 아 이용과 유누스와 하룬과 솔로몬에 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다원에게 시편을 내린것과도 같으니라 
Meryem 19:54*.....성서속에 있는대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약속 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예언자이 며 선지자 이었노라 
188.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에 던져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다니엘 3:1-30*.....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 
Enbiya 21:51-71*.....그가 말하길 하나님 대신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해로움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느뇨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승리 하려면 그를 불태워 버리고 신들 

을 보호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불아 식 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전케 하라 하였노라 
주의: 성경에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에 
던져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것이다. Cf. Ankebut 29:16-24 & 
Saffat 37:83 & 97. 
 
 
 
	
 



189.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 형태를 띤 자신의 뒷모습 보는 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출애굽기33:18-23*.....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 
A'raf 7:143*.....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 주여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 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라고 말하 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 아 있으면 그때 네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에 영광을 보 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 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190.*	
하만은 모세와 바로와 같은 시대에 살았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출애굽기 2:9-10*.....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에스더 3:1*.....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분의 말씀과 분명한 
능력을 주 었나니   파라오와 하만과 까룬에게 보냈노라 그들은 
말하길 그는 거 짓하는 한 마술사라고 하더라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하만이여 내게 높은 궁전을 지어 다오 내가  
------------------------------------------------- 
Mü'min 40:23-24 & 36-37*.....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분의 
말씀과 분명한 능력을 주 었나니  파라오와 하만과 까룬에게 보냈노라 
그들은 말하길 그는 거 짓하는 한 마술사라고 하더라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하만이여 내게 높은 궁전을 지어 다오 내가 길과 방법을 
얻고자 함이라 
 
 
 
 
 



191.	
하나님은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열가지 재앙 중 
마지막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넘어갔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정하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출애굽기12:1-24*.....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 
마태복음 26:17-19*....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 
------------------------------------------------- 
Isra 17:101*.....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백한 아흡가지의 

예증을 주었나니 이 스라엘 자손에게 물으라 그가 그 들에게 

이르렀을 때 파라오가 그 에게 말하였더라 모세여 나는 그 

대가 마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 니라 

Neml 27:12*.....모세야 네 손을 주머니에 넣 은 후 

빼내어보라 얼룩 한 점 없 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이 

것은 네가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 게 보여 줄 아홉가지 예증 

가운 데 둘이라 실로 그들은 죄많은 백성들이라 
192.	

전쟁터로 나갈 때에,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통하여 자신의 
군사들을 테스트한 사람이 사울(Talut)이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사사기 7:2-6*.....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 
Bakara 2:247-252*.....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 너 희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 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 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 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성경에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군사들을 테스트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기드온이었다. 사울은 주전 1010~971년, 다윗의 
시대에 살았고, 기드온은 주전 1162~1122년에 살았다. 
 
 
 
 
 



193. 
예수는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미가 5:2*.....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마태복음 2:1-11.....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계시뇨 ?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복음 2:4-16*.....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Meryem 19:23*.....출산의 진통이 심하여 그녀 는 

종려나무 줄기에 기대고 말하 길 이전에 죽어버렸다면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194. 
동방박사 세사람은 메시야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앞에 엎드리어 경배했나? 

성경과  예 / 아니  코란에 

마태복음 2:1-11*.....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계시뇨 ?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 
주의: 코란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5.	
거룩한 경전의 저자들은 유대인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들인 것처럼 언급한 적이 있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디모데전서 1:4*.....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4:4.....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베드로후서 1:16.....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Enfal 8:31*.....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우 리는 이미 전에도 들었으며 우리 가 원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것들은 옛 우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주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더 비난 곳은 다음과 
같다: En’am 6:25, Nahl 16:24, Mu’m’nun 23:83, Furkan 25:4-
5, Neml 27:68, Akhaf 46:17, Kalem 68:15 & Mutaffifin 83:13.  

196.*	
예수는 어린이였을 때, 어떤 기록된 기적을 행한 적이 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누가복음 3:21-23*.....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 쯤  

요한복음 2:9-11*.....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 
Maide 5:110*.....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네가 요 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 게 말을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 씀과 지혜를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을 가르쳤노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빛어 그곳 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 새가 
되었노라 또한 장님과 문등 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자를 살게하니 이도 나 의 뜻이었노라 또 네가 그들에게 가 	
 
 
 
 
 



197.	
7 명의 남자와 한마리 개가 동굴 안에서 309 년을 잔 후에 
깨어난 일이 실제로 있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디모데전서 4:7*....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도서 1:14*.....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4*.....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 
Kehf 18:9-25*.....동굴의 백성들과 그 기록에 관한 것을 

이상히 생각하느뇨 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증가운데하나라  그리하여 그들은 삼백년에 아홈을 더하여 

동굴에서 머물렀더라 
주의: 솔로몬왕의 이야기, 후프의 새, Neml 의 세바 여왕 
이야기는 유대인의 우화인데, 에스더의 달굼 후편에서 따온 
것이다. 

198.	
실제로 솔로몬은 마귀(Jinn)와 사람과 새를 군대로 모아서 
싸우도록 한 적이 있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디모데전서 4: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후서 4:4*.....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베드로후서 1:16*.....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Neml 27:17*.....영마와 인간과 새들의 무리 가 솔로몬 

앞에 대열을 지여 각각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노라 
주의: 솔로몬왕의 이야기, 후프의 새, Neml 의 세바 여왕 
이야기는 유대인의 우화인데, 에스더의 달굼 후편에서 따온 
것이다. 
	
 
	
	



199.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신 적이 
있었나?  

성경과 아니 / 예 코란에 

디모데전서 4:7*....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 
Bakara 2:65-66*.....너회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 한 자들이 

있음을 너회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 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 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 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 

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주의: 유서프 알리는 거룩한 코란의 의미 라는 그의 번역에서 이 
이야기는 우화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34페이지, 주석 79)  

200.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약속해주셨나? 

성경과  예 / 예  코란에 

에스겔 37:21-25*.....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 
Maide 5:20-21*.....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예 

언자들을 보내어 왕들처럼 되 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 구에게도 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 들에게 주셨노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 게 명령한 성역으로 들어가라 그 

리고 뒤돌아서지 말라 그리하면 손실자로써 전복되니라 

İsra 17:104*.....그런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자손에게 그 

땅에 거주하라 하였 으나 내세의 약속이 이를 때 하나 님은 

너희 모두를 뒤섞인 군중으 로 모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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