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어떻게 아무 것도 폭발되지 않았는가? 

빅뱅설에 의하면, 우주에는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었는데, 폭발한 것이다!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은,  

진공이나, 물질이나, 에네지, 공간, 시간,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뜻이다!  

Stephen Hawking 에 의하면, 우주는 근원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 한다. 그는 우주는 어떤 방법으로든 

상상하여 생긴 것이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라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우주가 이런 조건으로 가는 역사를 

선택하는 것 이라고 말 한다.* 그러므로 우주는 스스로 

생겼으며 그러므로 창조자도 없다는 말이다.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Hawking, S.W. & Hertog, T., Phys. Rev.D 73, 123527 (2006)) 

3) 별들과 갤럭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자연의 법칙(물리학)은 원래부터 가스 연기가 

별들을 형성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없다. 이는 

빅뱅설이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본적인 

물리학은 침해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서로 

맞는 소유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별들을 만들기 

위해 형성되었다면 - 암흑 물질(Dark Matter)- 

같은 것이 발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폭발하는 별들은 가스를 압축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지만, 별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지지하지 못 한다.) 

 

 

4) 탄소 14 와 더불어 모든 바위의 

“연대측정”은 왜 56,000 년 보다 미달되는가? 

사실 상, 40 년 보다 훨씬 전에 지구에서 발견된 

무기질이 섞인 모든 탄암석은 탄소-14 를 함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100,000 년 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구가 45 억년이 

되었다고 말 한다. 진화론적 추정에 의하면 탄소-14 는 

45,000 년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석탄은 

적어도 30 억년 되었다고 추정한다. 

탄소-14 는 고작  55,700 년 된 것이라고 하면서, 순수 

탄소로 된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10 억년의 의미를 둔다.  
수 백 년, 수 억 년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 추정에 

의하면, 이런 나이들은 5,000 년에도 미치지 못 한다. 

 

5) 당신은 화석의 연대측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진화론은 온 세상에 있는 퇴적층에서 나온 수 백 만 년된 

화석은 지난 30 억 년 동안 미생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기간을 말해 줌은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떤 

화석도 그 절대적인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석의 나이는  발견된 퇴적질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적층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화석 속에 순환 

논리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퇴적물의 나이를 정하기 

위해 방사선 물질(화산 불츨물과 관련된)을 사용할 때, 

검증되지 않은 추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지라도,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6) 진화론이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실험할 수도 없고, 과거에 일어 난 일을 관찰할 

수도 없다.  Richard Dawkins 교수는 “진화론은 

목격되었다. 단지 진화되는 과정이 목격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2004 년 12 월 3 일 PBS 방송에서, Bill Moyers 와 Richard 

Dawkins 의 담화 내용) 

 

7) 특히 DNA 안에 있는 복잡한 정보 코드는 어떻게 

임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단 세포 유기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 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만일 복잡한 것들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진화되었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했을 것이다. Richard Dawkins 교수에게 

그런 예를 하나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이유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는 총명에서 나온 것이지, 임의적인 과정이 아니다. 

DNA 가 복사될 때, 정보는 압도적으로 손실하기는 해도 

추가되지는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DNA 코드정보 저장 

시스템 자체가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드 

시스템(문자 처럼)은 총명한 디자인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우기, DNA 는 가장 집된 정보 저장 

시스템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 있다!  분자들은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진화론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전적으로 실패한다. 
 
8) 어떻게 생화학이 무생화학으로부터 임의로  

발생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진화론이 

가능하다면, 아무도 무생화학에서 어떻게 생명이 생길 

수 있는지 답을 주지 못 한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다양한 논쟁을 살펴 보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우매한 것들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빅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 1:27)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들 뿐 아니라 온 우주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가를 치루셨다 – 이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Evvoolluuttiioonn--ffrreeee  zzoonnee  

*작가  소개:  John  G.  Hartnett  박사는  호주인으로 
물리학자,  우주학자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창조과학자이다.  그는  과학  우등  학사(B.Sc,  Hons)와 
Western  Australia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Ph.D) 
전공분야  학위를  받았다.  그는  디스커버리  우수 
연구상을  받은  호주  연구  위원(Australian  Research 
Council)으로,  현재  부교수로  있는  Australian  university 
선두 주자이다. 그는  200 가지가 넘는 과학 저널과 책, 
컨퍼런스 의사록을 출판하였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정밀한 발진기를 사용한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원리와 같은, 사파이어 공명기들, 안정적인 
전자 광학 캐비티들 그리고 물리학의 근본적인 논리에 
대한  실험들에  기초한  매우  안정적인  초음파  전자 
발진기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See also:  johnhartnett.org & creation.com/korean 

진진진화화화론론론이이이   우우우매매매한한한   

888 가가가지지지   이이이유유유!!!      
John G. Hartnett  

B.Sc. (Hons), Ph.D* 
   

 

 

1)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주학을 
믿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그러나 우주학은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날조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인플레이션 처럼, 그의 논리를 만들려는 
애매한 사실들을 만들어 왔다. 그런 논리들은 그 어떤 것도 
검증될 만한 실마리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우주 초단파 배경 방사선 역시 빅뱅의 잔광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빛이 사방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태양계의 궤도면을 관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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