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사람은 수 백 만 년 전, 원숭이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배웠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심각한 과학자는 우리가 침팬지,
원숭이, 웜뱃 그리고 화식조들과 사촌들이라는 의미에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Prof. Richard Dawkins, Oxford
magazine interview 23/5/2012)

Univ.,

COSMOS

인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망도 없고
아픔이나 파괴와 같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고 믿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사 45:18) 하나님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욥 26:7)

허블 우주

만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행성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도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은
정말 법칙을 만든 이에게 달렸는가?
당신이 옛 원숭이를 닮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을
믿는다면, 당신이 그 법칙들을 당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지만,
최후의 의미는 없다.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아담과 이브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세상에 저주가 임했다. 이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 온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며 그로
부터 죄의 본질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모두
사망할 것이다. 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읽어 보길
바란다.
여기에 분자들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론을 의심하는 한
심각한 과학자가 있다. 식물과 동물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타나는 변화가 있지만 그 것은
미생물들이 미생물학자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큰
다른점이 있는데, 그것은 DNA 에 기록된 것과 같은 특수한
코드 정보이다. 이는 오직 총명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며,
절대로 알 수 없는 임의적인 기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채소만 먹었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의 음식은 단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 먹는
것이었다. 그 곳은 낙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50 년 동안
사람은 진화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사망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배웠다. 이를 ‘적자 생존’이라
한다. 이는 ‘약육강식’이라는 뜻으로 그것만 중요한 것이다.
Richard Dawkins 교수는 “…우리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고 없고, 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보지 못하고,
냉혹하고, 무관심한 우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 준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수 없었다. 항상 “그냥 믿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난 한 동안 빅뱅과 진화를 믿었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믿음을 대학교까지 믿었다. 난 그 때까지 무신론자였다.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특별히 천문학과 우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었다. 대학교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우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난 이것을 발견했다. 이해는
과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시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에서 온 묵시이다.
나는 호주에 있는 대학에 선두주자로 있는 물리학 교수이다.
난 물리학, 천문학, 우주학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아무 것도 내게
답을 주지 못 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우주를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빅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히브리 이름은 ‘자존자’ 라는
뜻을 가진 ‘야훼’이다 -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
창조는 단지 6,000 년 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동일한 6 일 동안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난 이 간단한 진리가 나의 모든 연구와
대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안다.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측량할 수 없을
뿐이다.
과학 전문가들은 지식의 벽, 어떤 논란은 우주학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을 안다. Sloan survey 부창시자이며, 프리스톤
대학교에 James Gunn 은 이렇게 말했다. ‘우주학은
과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학이 아니다.’ ‘과학의 기본
원리는 반복적인 실험으로 할 수 있지만, 우주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강조삽입) 마이클 튜너는 ‘물리학의
목표는 우주의 기본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주학은 조금 다르다. 그 목표는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우주학은 진화론적

생물학이나 지질학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연구가들은
단순히 주어진 사실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조삽입]
(*Cho, A., A singular conundrum: How odd is our
universe?, Science 317: 1848–1850, 2007.)

은하

그러나 과학 전문가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 그는 자신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 과학은
답을 주지 못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창 1:27) 식물들, 동물들, 사람은
해캄에서 수 백만 년에 걸쳐 진화된 것이 아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후손들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과 온 우주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마서
5:12)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대가를 다
치루셨다 -이는 오직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께서는 그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당신은 그 분을 신뢰하겠느가? 아니면 그
분을 대적하고 마귀가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진화론을 의심하는
심각한 과학자
John G. Hartnett
B.Sc. (hons), Ph.D
당신은 아침에 일어 나면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간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할 “궁극적 이유가
없어.”라고 외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들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을
만큼 선하지 않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See also: johnhartnett.org & creation.com/korean
작가 소개: John G. Hartnett 박사는
호주인으로 물리학자이며 우주학자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창조과학자이다.
그는 과학 우등 학사(B.Sc, H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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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주는 어떤 임의적인 폭발, 무의 양자
변동으로부터, 어떤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배운다.
수백만년 동안 별들이 형성되고, 빌딩 분자
요소들이(C, N, O 등) 폭발되어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만들어진다고 배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별 부수러기를 재구성하는 것 뿐이라고 말
한다.
그들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진화 과정에서 최근
단계까지 수 백만년, 수 억년에 걸쳐 진화된
생산품이라고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