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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진화론과 창조론의 실체와 오해

                                                   유정칠/경희대 생물학과,통합연구학회장 역임

South Prarks Road  vs  Pusey Street

이 두 길 이름은 종종 진화론자 그룹과 창조론자 그룹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
다(Peacocke 1979)1). 사우스 팍스 로드에는 신다윈론의 기수로 1942년 '진화론-현대종
합이론(Evolution-the modern synthesis)’을 발표한 줄리언 헉슬리(Julian Huxley)와 오
늘날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등을 배출한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과가 있고, 퓨지 스트리트에는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가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교는  1885년에 퓨지(Pusey)가 옥스퍼드대학의 한 교회에서 기도와 토
론을 위한 피정(Retreats)을 개최한 것이 토대가 되었는데, 퓨지 스트리트는 이를 기
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두 길 사이의 거리는 몇 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한 곳에서는 생물의 적
응과 진화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신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물학과에도 많은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동물학
과 빌딩에는 데이비드 블랙번(David Blackburn)의 창조에 관한 그림, ‘어둠으로부터
의 생명의 빛(Life-Light Divided from Darkness)’이 걸려 있다. 이 그림은 유명한 신
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케임브리지 대학 피콕(A.R. Peacocke 1979) 교수의 『창조와 
과학의 세계』(Creation and World of Science,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란 책의 표지 
그림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길 건너 신학과에는 다양한 창조론자들이 있으며, 진
화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들에게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자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사고를 가진 자들로 생
각한다.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과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이들의 대표 
주자이다. 그는 진화론의 충실한 신도로서 “진화론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
나면 화가 나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사악하다고 느껴진다.”고 말
할 정도로 진화론을 복음으로 생각해 세계 모든 종족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이쯤 
되면 그의 진화론은 이미 종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도킨스는 그의 책 『만
들어진 신』에서 자신의 책을 읽게 되면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이 책을 덮을 때 즈
1) Peacocke, A.R. 1979. Creation and World of Science (The Bampton Lectures 1978).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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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엔 이미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창조론자들 역시 진화론자들이 과학적 사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그

것이 진실인양 왜곡하고, 한 편의 소설을 쓰고 있는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생
각한다. 

옥스퍼드 위클리프신학교(Wycliff Hall)의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 
교수는 그의 책 『도킨스의 신』(Dawkins' God)에서 도킨스가 자신의 학문분야인 생
물학을 넘어 신학적 문제와 종교를 다룰 때 너무도 무지하고 선동적이라고 비난했
다. 옥스퍼드대학 학부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생화학과에서 생물물리학으로 박사학
위를 받은 후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한 맥그라스는 도킨스가 펼치는 무
신론 세계에서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데이
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도 그의 책 『스스로 있는 신』(원제: The Dawkins 
Letters)에서, 도킨스가 펼치는 무신론의 세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논리적이지 못한
지에 대해 도킨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지적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들이나 창조론을 지지하는 자들이나, 그 믿음
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해왔으며, 현재도 그 과정에 있
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해충이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 슈퍼박테리아 등에서 생물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는 대부분의 창조론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
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두 세계관, 즉 창조론과 진화론이 갈라지기 시
작한다. 진화론자들은 식물에서 돌연변이로 인해 배수체가 형성되면, 새로 형성된 
종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의 종과는 더 이상 교배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것을 예를 들어, 종들이 진화한다고 믿는다. 짝수의 염색체 세트(예: 4n, 
6n)를 가진 개체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들은 각 배우자들이 각각 2n, 3n을 가져 서
로를 만나 다시 4n과 6n을 가진 개체들로 되어 임성을 가지게 되지만, 3배체의 식
물이 만들어진 경우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불임이 된다. 씨 없는 과일 
중에는 3배체 식물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 많다. 이들은 씨가 없어 항상 불임성이지
만 접목이나 접지 등에 의해 번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등동물에서 배수성 현
상은 치명적이거나 여분의 성염색체로 인해 불임성이 된다. 여기까지도 과학의 세
계여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원핵세포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 즉 인간의 기원에 이르게 되면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크게 그 견해가 갈
린다. 일부 생물에서 일어나는 종의 분화를 인간에게 까지 적용하는데 동의하지 않
는 진화론자들도 있지만, 리차드 도킨스와 견해를 같이하는 많은 진화론자들은 종
의 진화가 하등생물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생물의 진화를 믿으면서도 종의 진화에는 매우 많은 장벽이 있어 하
등생물에서 인간으로의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 중에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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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자로 부르기 보다는 창조론자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 알아보자.

창조론자들의 갈등과 지적교만

지금까지 생명의 첫 창조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없기에 창조론자들 사이에도 세상
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고, 종종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젊은지구론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배꼽
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별들도 수십～수억만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지나쳐 오지 
않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을 먼저 만든 다음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별을 만드셨다면 모든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은지구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30～50억년이 
아니라 만년 이내라고 받아들인다. 이는 그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지구론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게 되면 자연주의적 방법론에 빠지게 되
어 결국 초자연적인 것에는 눈을 돌릴 수 없게 되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행위
를 배제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
판한다. 또한 그들은 만일 자연주의적 방법론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
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공격한다. 그러나 만일 유신론적 진화
론자들이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믿는다면 이런 비
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오랜지구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30～50억년, 우주의 나이는 100～200억년 정도
로 생각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만들 수도 있고 오
랜 세월에 걸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창조할 수도 있다고 믿
는다. ‘오랜지구론자’들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 치밀한 설계 아래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점진적 창조론'이라고도 불리지만, 
오랜 기간과 기간 사이에 존재하는 문자적 의미의 하루(24시간)를 믿는 오래된 창조
론자들도 있어 지구나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는 젊은지구론자들에 비해 자유로운 편
이다. ‘오래된지구론자’들 중에는 필립 존슨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지적설계론’쪽으
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다.

오랜지구론자들은 지구나 우주가 아주 오래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
학적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오랜지구론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된 지구의 나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
지구론자’들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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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지구론자'들 중 일부는 ‘오랜지구론’을 믿게 되면 결국 무신론적 진화론에 빠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랜지구론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은 유신론적 자연주의와 세속적인 자연주의 모두를 배격한다. 

‘오랜지구론자’들은 생명과 우주의 기원 등에 대해  ‘젊은지구론’은 ‘어떻게’와 
‘언제’라는 과학적 질문에 제한적이며, ‘유신론적 진화론’은 기원에 관한 성경의 주
요한 설명을 너무 비유적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우주나 지구의 기원 문제에 있어 ‘창
조’나 ‘진화’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이야말로 ‘창조’를 중심축으로 하는 기독교의 교리와 ‘진화’라는 과학의 세
계가 충돌하지 않는 길이며, 성경에서 생명체의 진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어떤 신학
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화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수
단이라 믿는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생물과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므로 이들의 
창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에는 반대하는 한편, 생명체와 우
주의 형성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어
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기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진화와 같은 과학의 발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
세를 취한다. 그들은 창조세계의 진화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능력으로 받아
들인다. 그러므로 생물들의 놀라운 적응 능력과 변화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
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교회가 진화라는 말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설명할 기회조차도 가지기 힘든 상황과 창조를 부정하는 
그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구나 우주의 연령과 같은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유신론적론 
진화론’은 ‘오랜지구론’과 맥을 같이하는 점이 많은 반면, ‘젊은지구론’과는 양립하
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젊은지구론’을 믿게 되면 
창조-진화 논쟁에서 진화적 자연주의자들에게 생명과 우주의 형성 체계원리를 헌납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비쳐져 앞으로 교회에 부담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젊은지구론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젊은지구론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게 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빠지게 되
며,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내에서만 역사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고 경고한다.

최근 ‘젊은지구론’에 반대하는 한편 진화론적 자연주의에도 반대하는 창조론자들
은 '지적설계론'을 제안하고 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현대 진화론이 특정 우주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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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체의 형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파고들어, 그것이 지적설계자의 
개입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방법론을 취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도 우주가 하나의 
잘 짜여진 설계의 산물임을 인정하지만 ‘지적설계론’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설계론이 과학적 사실과 이론들을 사용하여 진화
론의 한계를 지적하므로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이론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젊은지
구론’처럼 다시 ‘창조냐 진화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흑백논리로 귀결되어 버린
다고 비판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다른 학설을 가진 창조론자들의 공통점은 우주나 생물이 모
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창조한 방법과 창조세계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견해가 다르다.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6천년설을 믿고, 존 라이트푸트와 제임스 어셔 등이 아담
이 B.C.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창조와 진
화에 관한 논쟁에서 이들의 주장은 창조론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논거를 제공
해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창조주를 증거 하려다가 그만 스스로 기독교를 전파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창조론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논쟁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아직도 논쟁 중인 한 견해만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선포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또 다른 지적 교만이고 잘못이지만, 오늘
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젊은지구론에 빠져있는 느낌이 든다. 내 생각대로 하나
님의 창조사역을 맞추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만 우리는 점점 그런 문화
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논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
님 보다 높아진 모든 지식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모욕 주고 왕따 
시키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제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점검해볼 시기가 되었다.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악마의 사도』, 그리고 『만들어진 신』을 읽고 당혹
해하는 기독교인들이나, 그 책들을 읽고 무신론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려는 사람들
에게 나는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교수의 ‘『도우킨의 신』(원제: 
Dawkin's God, SFC 출판부)과 『스스로 있는 신』(원제: The Dawkins Letters, 사랑플
러스)을 읽어보길 권한다. 이들 책들은 근본주의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
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깨닫게 해 줄 것이다.

1992년 11월 15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과학과 종교’에 관한 토론회에서 도킨
스 교수와 격론을 펼쳤던 케임브리지대학의 피콕(Peacocke) 교수는 “과학이 없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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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절름발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귀머거리(Religion without science is lame; 
science without religion is deaf)"라고 주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과학만능주의에 사
로잡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 귀머거리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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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기독교는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덕영/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창조론 오픈 포럼 공동 대표

기독교는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성경과 과학은 어떤 관계인가(성경은 과학의 영역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책인가)
(1) 창조와 창조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타락과 구속에 관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과학의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2) 성경은 과학교과서는 아니다.
창조와 창조주에 대해 말하나 성경은 과학교과서는 아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은 바른 해석을 하는 한 모든 영역에 있어 정확무오하나 과학과 관심이 다른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 과학 이론을 끄집어내는 데에는 조
심하여야 한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꽃의 원리를 찾으면 안 되는 것과 유사하다. 
망원경의 원리는 성경서 찾지 말고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찾는 게 유리하다. 성경의 
잘못된 적용으로 마치 성경이 과학적 문제가 있는 책으로 공격 받게 만드는 누(累)
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무오하나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다(하이젠베르그, 아
인시타인, 토마스 쿤 등).

(3)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적응된 책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추어 적응하셨음을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잘 
알고 있었다(오리겐, 암브로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등)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할 때 겪는 
것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어 내려 오사 우리의 연약
한 점에 자신을 맞추신다. 이것은 유아원 선생님이 유아 언어로 말하는 것이나 아
버지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들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한 된 지성의 
어린 아이에게 그들의 이해와 경험을 능가하는 말과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의사 소통
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 수준에 맞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적응
(Accommodation)의 방법이다.2) 이것이 또한 성경을 과학의 틀에 집어넣으면 안 되

2) 원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Klaus Scholder의 Ursprunge und Probleme der Biblelkritik im 17. Jahrhundert (Munich: 
Kaiser, 1966), 56-78., Amos Funkenstein, "The Dialetical Preperation for Scientific Revolutions" Corpernican 
Achievement, ed. Westman, 195-197, Ford Lewis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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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기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에 있어 왔는가(관계를 규정하는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일찍이 학자들은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 전쟁, 갈등, 충돌, 대립, 대화, 
조화, 독립, 분리, 상생, 공격, 양자 유익, 공명 등 다양한 단어를 추출해 내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과학 이슈들에 대해 이들 모든 현상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슈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분히 복합적이다. 
그 이유는 어떤 모델은 서로 충돌하나 어떤 모델은 독립적이며 어떤 모델은 조
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시대를 신학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2) 현대 과학이 기독교의 토양에서 자랐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 
과학이 태동할 시기인 17~18세기에 종교, 특히 청교도주의는 과학의 발전에 적극
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기독교와 과학이 주로 갈등과 
충동 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3) 대안적 해석의 모색
   첫째 과학과 기독교의 협조(cooperation) 모델=   이런 해석은 주로 초기 과학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특히 청교도주의의 진전과 17세기 영국에서
의 과학의 부흥기의 직접적 상응관계를 감지했던 로버트 멀톤(Robert Merton)이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기관과 관련해서 말하면, 그는 왕립 학술원(the 
Invisible College) 내에 청교도들이 주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청교도적 성향
이, 지적으로, 과학적 탐구와 추구에 적응성이 더 있다고 믿는다.3) 이런 사회학
적 설명은 호이카스(Hooykass)와 같이 종교개혁의 교의적 사고 형태에서 경험 과
학의 가능성을 위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발견한 이들의 신
학적 성찰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4) 자연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복지, 만인 제사장주의와  같은 주제들은 청교도적인 사유 속에 깊이 연관되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철저히 실증적인 과학이 교회의 위계 구조나 “왕권신수
설”과 같은 것에 대해 자신들이 표현하는 반권위주의(anti-authoritarianism)의 한 
표현일 뿐이라고 여겼다고 호이카스는 논증한다.5) 그들에게는 과학이란 경험에 
Interpretation 31: Dink W. Jellema, "God"s 'baby-'talk' Calvin and the 'Errors' in the Bible," Reformed Journal 
30/4: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Clinton M. Ashley, "John calvin's 
Utilzation of the Principle of Accommodation and its continuing Significance for an Understanding of Biblical 
Language": Glenn S. Sunshine, "Accommodation in Calvin and Socinus: A Study of Contrasts" 참조할 것. 

3) Robert K. Merton, "Science and Socie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Osiris 4(1938), 360-632. 드래퍼(Draper)가 
"현대 과학은 종교개혁의 적법한 자매-아니 쌍둥이 자매라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흥미롭다.

4) Hooykas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5) R. Hooykass, "Science and Reformation," Journal of World History 3 (1956): 109-39와 “Puritanism and Science," 

Science and Belief: From Copernicus to Darwin, Block 3 : Scientific Progress and Religious Dissent (Milton Keynes: 
Open Univ. Press, 1974), 7-3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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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지. 고대인들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호이카스에게는, 
청교도 지질학자였던 나다니엘 카펜터(Nathanael Carpenter)의 과학적 저작들에 편
만해 있는 철학적 자유의 정신이 온 분야에 대한 청교도들의 탐험 전체의 상징
이었던 것이다.6) 이런 “협조” 모델의 지지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나왔다. 철학에
서는 마이클 포스터(Michael Foster)가 “기독교 창조론과 현대 자연 과학의 부흥”
이라는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일찍이 이 입장을 옹호했고, 신학자로서는 토렌스
(T. F. Torrance)가, 특히 우연적 피조계(a contingent creation)에 대한 종교개혁의 
재발견이 중세사상을 대치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입장을 지지했으며, 마르크스
주의 역사가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왕정 복고 이후의 영국에서 과
학적 진보와 비국교파들(religious dissent)의 밀접한 연관을 발견해 내었다. 화이트
헤드(A. N. Whitehead)는 과학의 태동기에 희랍 사유형과 성경적 사유형의 독특
한 종합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7) 최근에는 협조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가 쏟아지고 
있다.8)

   둘째 IVP 신학 사전의 견해=  과학 신학의 관계에 대해 독립(independence), 
갈등(conflict), 상호 보완(complementarity), 공생(symbiosis)의 모델로 분류한다.9)  
   셋째 포스트모던 신학자 테드 피터스의 견해=  테드 피터스는 과학과 종교가 
어떤 영향과 관계를 맺어왔는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찌기 
간파하고 연구하는 학자이다.10) 테드 피터스11)는 과학과 신학이 관계하는 여덟 
가지 입장12)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테드 피터스는 이 8 가지 입장을 잘 논증한
다.13) 그는 과학과 신학의 대안적 견해를 다루는 어휘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
고자 했다.14) 여기서도 핵심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탐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6) R. Hooykass, Philosophia Libera: Christian Faith and the Freedom of Science (London: Tyndale, 1957).
7) M. B. Foster,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the Rise of Modern Natural Science," Mind (1934), 

446-68; Thomas F. Torrance, Theological Science (London: Oxford Univ. Press, 1969), 59-61; Christopher HIll, 
Intellectual Origin of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65); Alfred North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26), 13-14

8) 참고할 것. Ian G. Barbour, Issues in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 Harper & Row 1971); John 
Dillenberger, Protestant Thought and Natural Science : A Historical Interpretation (London : Collins, 1961) ; Eugene 
M. Klaaren, Religious Origins of Modern Science: Belief in Creation in Seventeenth Century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1971); Peter Hodgson, "The Judaeo-Christian Oigin of Science. The Ampleforth Journal (1974), 39-44; 
Richard Westfall Science and Religion in Seventeenth Century Englan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58); 
Charles Webster, ed., The Intellectual Revolution of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idem, The Great Instauration : Science, Medicine and Reform 1626-60 (London : Duckworth, 1975). 

9) Sinclair B. Ferguson,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88), 625-27.
10) 테드 피터스는 Gilkey, van Huyssteen, Pannenberg, Torrance, Peacocke, Polkinghorne 그리고 Russell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견해 중 ethical overlap과 결합한 hypothetical consonance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입장이 
테드 피터스에게 있어 지금까지 연구된 피조세계로 보여지는 우주의 결과를 를 바라보는 데 있어  신학과 과학이 상호 관련되고 있
음을 허락한다

11) 테드 피터스(Ted Peters)는 미국 태평양 루터교 신학대학,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TU) 교수이며 CTNS 강의 지원 프로그램 소
장으로 Science and Theology: A New Consonance의 편저자이다.

12) Ford, The Modern Theologians, 650-54.
13) 론 이안 바버(Ian Barbour)는 기포드 강연(Gifford Lectures)에서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의 네 방식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여러 학자들이 종교와 과학의 문제에 대해 갈등과 화해와 융합 등으로 묶는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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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주의(scientism), 과학제국주의(scientific imperialism), 교회권위주의(eccleciastical 
authoritarianism),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 두 언어 모델(two-language 
theory), 가설적 조화(hypothetical consonance), 윤리적 중첩(ethical overlap), 뉴 에이
지 영성(New Age spirituality)이 그것이다. 
   넷째 이안 바버(Ian Barbour)= 그는 ⌜종교와 과학⌟(Religion and Science)에서 
갈등(conflict), 독립(independence), 대화(dialogue), 통합(integration) 이렇게 4 가지 
이론으로 분류한다.15)  
   다섯째 지적설계론자 뎀스키=  과학과 신학의 작용에 대해 상호 무관, 다른 
관점, 서로 갈등, 서로 긍정으로 나누고 있다.16) 
   여섯째 칼슨= 물리학을 전공하고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과 과학 분야의 방문교수로 있는 칼슨(Richard F. Carlson)은 자신이 편집한 
책17)에서 과학과 신학의 문제가 단 하나의 기독교적 입장이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창조론(creationism)적 입장에 생물학계 원로인 웨인 프레어(Wayne 
Frair)와 화학 물리·고분자학을 전공한 게리 패터슨(Gary D. Patterson),18) 독립
(independence) 이론에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하고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진 폰드(Jean Louise Bertelson Pond),19) 조건적 일치(qualified agreement)에 
1990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하고 지적 설계 논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스티븐 마이어(Stephen C. Meyer),20) 이론화 과정에 있
는 파트너로서의 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입장에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소재한 칼빈 대학의 물리학 및 천문학 명예 교수
로 있는 하워드 반틸(Howard J. Van Till)21)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4 그룹의 학
자들을 등장시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복음주의는 과학과 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상황과 분류 방법을 주목한다.
   일곱째 그레거슨(Niels Henrik Gregersen)= 자신이 편집한 책에서 다원주의 세
상에서 과학과 신학 사이의 대화를 위한 6가지 모델을 제안한다.22) 이 6 가지 모
델을 각 전문가가 논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23) 

14) Dembski 생화학자 Behe가 말하는 “irreducible complexity"나 물리학자 David Bohm이 말하는 ”활동적인 정보(active 
information)"나 수학자 Marcel Schutzenberger의 “기능적 복잡성(functional complexity)"이나 자신의 ”복잡 특수 정보
(CSI;complex specified information)"를 결국 같은 실재에 대한 여러 표현으로 본다.

15) Ian G. Barbour, Religion and Science, (New York: Harper, 1997), 77-103. 
16) Dembski, Intelligent Design, 187-205.
17) Richard F. Carlson ed., Science & Christianity Four Views (Downers Grove: IVP, 2000).
18) Ibid., 19-66.
19) Ibid., 67-126
20) Ibid., 127-94.
21) Ibid., 195-254.
22) Niels Henrik Gregersen and J. Wentzel van Huyssteen Rethinking Theology and Science (Grad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23) 과학과 신학의 갈등과 공명을 넘어서는 postfoundationalism에 대해서는 J. Wentzel van Huyssteen이, 대화에 대한 critical 

Realist perspective에 대해서는 Kees van Kooten Niekerk, naturalist stance에서 본 과학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Willem 
B. Drees, 종교와 과학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Eberhard Herrmann, complementary perspectives로서의 과학과 종교는 Fraser 
Watts,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위한 contextual Coherence에 대해서는 그레거슨(Niels Henrik Gregersen)이 각각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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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창조과학 운동 평가
1) 창조 과학은 무엇인가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은 헨리 모리스가 시작한 과학적 창조론을 말한
다.24) 과학적 창조론은 종종 개신교 식의 교회 권위주의로 오해받기도 한다. 오
늘날 과학적 창조론의 조상은 근본주의이다. 분명 근본주의는 로마 카톨릭이 교
회의 권위에 호소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서의 권위에 호소한다.25) 
   창조과학자들은 성서적 진리와 과학적 주장이 상충될 때면, 공공연하게 과학
적 이론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때로 이 부분이 반대자들에 의해 “틈새를 
메우는 하나님”(God of the Gaps)26)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27) 화성의 얼굴 소
동이나 영국의 스톤헨지, 미스터리 서클 등을 외계인의 활동으로 돌리는 '틈새를 
메우는 외계인(alien-of-the-gaps)' 논증도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28) 과학적 창
조론은 창세기 자체를 세계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하나의 전제적 사실로 주장한다. 과학적 창조론의 이론은 주로 ICR(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을 설립을 주도한 헨리 모리스(H. Morris)와 듀안 기쉬(D. 
Gish)로부터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그 신학적 신념의 목록 속
에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시킨다.29) 이 내용은 미 대법원이 참고했던 맥리안 대 
아칸소 교육 위원회 소송 사건(Mclean v. arkansas Board of Education)의 지방법원
에서도 창조론 측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였다.30)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
계는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되었으며 (2)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며 (3) 현존하는 종들은 고정(fixity of 
kinds)되어 있고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대진화, Macroevolution)은 불
가능하다.31) (4)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은 다르다. (5) 지질학적 형성은 대격변
(catastrophy, 즉 Genesis Flood)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대홍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지
구의 창조는 젊다. 즉 6000년 내지 1만년 전에 생성되었다.32)

. 
24) 이 말은 미국 창조과학 운동을 주도한  헨리 모리스의 저서 Scientific Creationism으로부터 기인한다.
25) Ford, The Modern Theologians, 651.
26) '단절의 하나님‘(⌜아가페 신학사전⌟), ‘간격의 하나님’(창조과학회 초기 뉴스레터 ⌜창조⌟ 1-5호 참조), ‘빈틈의 하

나님’(⌜지적 설계⌟)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필자는  ‘틈새를 메우는 하나님’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생각된다.
27) 이 부분의 논쟁에 대해서는 Dembski가 편집한 Mere Creation (Downers Grove: IVP, 1998) 139, 314-16, 321-28, 381

을 볼 것.
28) Del Ratzsch, Science and Its Limits (Downers Grove: IVP, 2000), 114.
29) D. T. Gish, H. M. Morris의 일련의 책. 특히 Gish의 Evolution: The Fossils Say No!,  Morris의 Scientific Creationism

을 참고할 것.
30) Ronald Numbers, The Creationists (New York: Knopf, 1992), x.
31) H. M. Morris, The Remarkable Birth of Planet Earth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8), vi; D. T. Gish, 

Evolution : The Fossils Say No! (Sandiago: CLP, 1973), 24.
32) 미국 ICR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창조과학회의 기본 입장도 과학적 창조론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국의 창조론 운동(한국창조과학회; KACR)은 구체적인 신앙적 교리 선언이 없을 뿐이다. 



- 12 -

   이 중에서 젊은 지구에 대한 주장과 격변론의 해석 문제가 다른 복음주의자
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 과학의 주류 학자들은 이들 대부분 주장
을 무시한다. 그러므로 기성 과학자들은 창조론자들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창조론
자들에 대해 손쉬운 승리를 얻으려 한다. 최근까지 반 창조론자로 다채로운 활동
을 해 오다가 고인(古人)이 된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 J. 
Gould)는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무의미하며 자기 모순적이라고 말
한다. 과학적 창조론자들과 주류 과학자들 간의 전투는 전면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싸움은 오늘날 미국에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
라에서도 검인정 교과서 공방이 있었다.33) 과연 법적 투쟁이 옳으냐 아니냐는 쉽
지 않은 문제이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진리가 세상 법정에서 승리를 성
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수님도 세상 법정에서 억울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
는가. 이것은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지혜로운 대처인가의 문제이기도 하
다.  

2) 창조과학의 공헌
(1) 무신론적 우연주의와 진화론을 향한 공격적 논쟁을 통해 기독교 호교 운동적 측
면
(2) 한국 기독교의 보수적 경향에 편승하여 교회의 호응을 받음

3) 창조 과학의 과제
(1) 성경과 신학과 과학이 구체적으로 증거하지도 증명하지 못하는 연대 문제에 대
한 수구적 주장 고수의 문제(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아인시타인의 상대성 이론; 
벧후 3: 8)
(2) 창조과학 틀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과의 대화 차단 극복 문제
(3) 성경이 적응된 책이라는 신학적 해석학에 대한 이해 부족 극복 문제
이로 인한 교회사, 신학, 과학과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관계 초래
(4) 학문적 추구보다는 대중 운동에 치중함으로서 탁월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문적 성과 미흡하여 오히려 세상 학자들에게 딜레탕트들의 모임, 종
교적 프로파겐다적 모임, 우파츠(Ooparts)에 대한 꺼어맞추기식 아전인수격 무분별한 
인용 단체, 문자적 성서근본주의자들이라는 비판의 문제(형수 취수 문제 등)에서 자
유롭지 못한 약점 노출 극복 문제

4. 지적 설계 운동의 위치
1) 지적 설계는 무엇인가

 뎀스키(Dembski)는 지적 설계와 창조 과학(또는 과학적 창조론)이라 알려진 창
조론 사이를 구별하는 분명한 차이점을 창조 과학이 선험적(先驗的), 종교적 헌

33) , ⌜기독교와 과학⌟의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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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적 설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34) 과학적 창조론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한 초자연적 행위자와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의 과학성을 
고수하는데 반 해 지적 설계는 성경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35) 
즉 창조과학이 종교적 교리임에 비해 설계한 지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삼간다.36) 지적 설계의 폭은 대단히 넓다.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는 분명 
색깔이 너무도 다른 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한국의 지적 설계 운동이 신앙
적 지적설계 운동(이런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과 같은 색깔을 지닌다면 창조
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열려있는 한국의 창조론 오픈 포럼(OFC)과 많이 닮아있
다고 본다. 어찌하든 창조과학이 무분별하게 지적 설계 논쟁을 안심할 만한 우군
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넌센스이든지 신학적 미숙성 때문이든지 아니면 창
조과학 진영의 반지성적 경향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같아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적 설계의 공헌
(1)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설계와 설계자를 정교하게 제시하려고 한 점
(2) 창조 과학이 기성 과학과 대립적 관계를 설정한 데 비하여 지적 설계는 좀더 유
연하여 그 충돌을 줄일 수 있다. 
(3) 포스트모던 시대에 시대적 배경을 갖고 나타난 운동

3) 지적 설계의 과제
(1)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 제시를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한 선교적 측
면에서 결정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카톨릭, 유대교, 이슬람, 이신론, 불교, 힌두교, 
카발리스트, 영지주의자, 이단과 사이비 창조론자들에게까지 자리를 마련해주는 포
용성)
(2) 자연 신학을 표방함으로써 성경관, 성령론, 기독론 등의 약화 초래

34) Dembski, Intelligent Design, 247.
35) Ibid.
36) Ibid.,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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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반계시는 있는가 자연 신학은 
유용한가

자연신학으로 
충분한가(특별 계시 

불필요)
루터와 칼빈 0 ☓ ☓

복음주의 0 ☓ ☓
D.Bloesch/G. 
Berkouwer/L. 

Berkhof
0 ☓ ☓

E. Brunner 0 호감 ☓
K.Rahner/C. Pinnock 0 0 ☓

R. C. C. 0 0 ☓
지적설계 0 0 ?
창조과학 ? ? ☓

신복윤 교수 자연신학과 동일시 자연계시와 동일시 ☓
J. Hick 0 0 0

K. Barth ☓ ☓ ☓

표 1. 일반 계시와 자연 신학에 대한 입장

5. 기독교는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복음주의 창조론 운동-창조론 오픈 포럼-을 
제안하며) 
1) 과학의 영역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다.
과학 질서도 피조 세계의 일부로 볼 때 과학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다(하나
님이 주신 두 권의 책 성경과 자연= 갈릴레이, 파스칼, 케플러 등).

2) 과학은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포스트모던 상황 아래서 과학의 한계와 제한성은 두드러진다. 성경은 피조물인 인
간의 수용 능력 부족(captus)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신학과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성급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연대 문
제 등).

3) 과학적 영역에도 성경의 일반적 원리와 윤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과학 안에도 여전히 신앙적 윤리와 사랑과 평화의 방법이 필요하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과학과 성경 안에서 탁월한 해석과 증
거가 찾아질 때까지 겸손과 기다림도 필요하다(보기= 연대 문제, 우주 종말의 시기 
등).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명료한 과학적 사실이나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는 
것은 분명히 마지노선을 그어야 한다(보기= 결코 무신론적 우연주의를 수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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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연구에 대한 적극성과 기독교적 청지기 역할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과학 연구에 적극성을 포기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과학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생명공학, 동성애, 한
반도 대운하, 광우병, 새만금 등등). 그리고 자연의 노예나 폭군이 아닌 창조 영역의 
청지기로서의 진지함과 자유함을 갖자.

5) (하등 학문인) 과학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창조 신앙은 같다. 다만 창조론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적응의 방법).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하게 인간 지식의 부
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
님 오실 때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다(벧후 3:18). 자연 과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
져야 한다. 맥그라스는 자연 과학에 대해 칼빈37)이 과학연구에 대해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었고, 과학 연구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성경을 적응(accommodation)의 방
법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 세 가지 공헌이 있다고 하였다. 과학에 대해 자유함을 가
지며 마치 내 주장만 옳다는 식의 과학에 대한 독단적 태도는 버려야 하는 이유이
다. 따라서 과학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문적 성과를 무조건 배타시하는 
편견은 옳지 않다. 그들의 공헌을 존중하고 대화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늦었지만 
복음주의 신학자, 과학자, 과학철학자, 과학사학자 등 창조론과 연관된 모든 전문가
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모이는 창조론 오픈 포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 4회 포럼은 2009년 2/2일(월) 개최 예정. 논문 제출 및 참석 문의는 
011-9963-0691 조덕영 박사).

37) A. E. McGrath, Science & Religion (Malden: Blackwell Publishers,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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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이 시대의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해 말하다.

장슬기/안산동산고, 과학과협동학습연구회 대표

1. 종교와 과학을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라는 세상 속에서.
   
   약 10년 전 즈음에 네 분의 학교선생님과 더불어 연변의 조선족학교와 선교사역
지들 그리고 백두산일대를 돌는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의 높은 
봉우리에서 드렸던 민족기독교사로서의 헌신을 위해 무릎 끓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
생합니다. 그 당시 연길시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현지 목소리를 통해, 중국공산
주의의 교육을 통한 종교장악과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 개인의 종교자유를 허용하지만, 단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선교를 하면 구속
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왜 하필 18세 이하일까?’ 저는 의문을 던졌습니
다. 교육자로서의 나름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육받으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성인이 되더라도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공산정권의 권력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인 
인간관과 진화론적 우주관 그리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어릴 때 이식하기 위해서이
다.’ 
   동일한 상황이 한국의 과학교육에도 수 십 년간 뿌리내려왔습니다. 과학교과서 
곳곳에 진화론적 우주관이 마치 우주에 대한 절대적이며 유일한 관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물과 지구과학 혹은 사회탐구나 언어영
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암기한대로 그것이 하나의 가설이 아닌 당연한 절
대 전제로 받아들이며 문제를 풉니다. 창조라는 우주관은 교과서나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미션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 속에 실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기독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부류,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이론은 다른 것으로 이원화하는 부류, 
   △주입식 교육으로 단순 암기하는 부류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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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과학교사연합회 한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개인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교육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체
계 속에서, 진화론은 하나의 사실로 전해진다. 교과서에 제시된 진화론은 너무나 그
럴 듯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로 인해 기독학생
들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 생각하는 이원적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 반종교적 성향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진화론 교육은 결과적
으로 무신론적 세계관과 반종교적 신앙을 옹호하고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에 가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찬양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칩
니다. 절대 ‘빅뱅과정을 통해 우주가 시작된 후 진화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만들어졌
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창조과학회와 창조과학교사연합회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발제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교사운동에 속한 기독과학선생님을 대표한 것 역시 아니며, 
앞서 발제에 나서신 두 분처럼, 생명과 우주진화 또는 창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을 가지고 연구한 기독지성인을 대표해서 나온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미션스쿨에서 기독과학교사로서 ‘기원과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
고,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 상황 속에서 풀어보려고 
했는지,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동아리를 결성해서 여러 활동을 했던 
과정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작은 통찰과 창조
론과 진화론에 대한 교수방법론을 바탕으로, 일반학교에서의 창조론-진화론 교육, 
기독교학교나 교회교육에서의 창조론-진화론 교육에 관해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2. 창조과학을 접하게 된 계기
   
   가톨릭에서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신의 존재를 믿었던 저는, 90년대 초에 사범
대 지구과학교육과 입학 후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나
는 실존하는가?’ 존재론적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떨어진
다는 두려움에 앞서, 자유낙하운동, 나중속도와 충격량 그리고 비탄성출동 등의 물
리학적 개념들만이 떠올랐습니다. 빌딩 위에서 ‘나의 자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물리학적 지식에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때부터 ‘진리를 찾기’위해 3년을 몸부림 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단체 친구를 통해, ‘현대사상과 기독교세계관-제임스사이어’, ‘진화론은 과학
적 사실인가?’ ‘기원과학’ 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저는 ‘하나님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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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책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진
심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생물학개론’시간에 생물학 교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창조론과 진화론
의 갈등은 ‘신념과 신앙’의 싸움이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적 진
화론자이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게 이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난 진화론을 믿는다.’ 
그 이후 저는, 과학 교사가 되면 가르침 속에 이 영역을 꼭 다루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3. 나는 미션스쿨에서 기독과학교사로서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가?

   제가 만난 상당수의 ‘미션스쿨의 과학 선생님’들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둘은 부딪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또한 과학
은 증명될 수 있지만 종교는 증명될 수 없는 것에 기초하므로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으신 듯합니다. 심리의 저면에는, ‘관심없
다.’ 혹은 ‘무관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나와 생명
체들 그리고 우주의 실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언 바버(Ian Barbour)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4가
지 분류 중 독립이론’이 그분들의 심리에 잠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인식론에 있어 
이원론적인 상태이지요.
   95년도에 안산에 있는 미션스쿨에서 교직을 시작한 저 역시 수년간 이원론적인 
의식에 속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학급경건회를 인도하고 여러 신앙동아리
를 운영하고, 찬양인도도 하며, 수업시간에는 나름 과학을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며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98년도에 참가했던 기독교사대회는 제 인
생의 목적을 재설정해주는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기독교사
대회에서 박상진 교수님(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소장, 장신대 교수)의 주제강의
를 통해 ‘기독교사’로의 부르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 ‘교사’ /  ‘기독’ ‘교사’ /  ‘기독’ ‘교사’ /  ‘기독’ ‘교사’ (각각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단,‘기독’ ‘교사’와 ‘기독교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진정
한 기독교사의 정의는  ‘기독교사’ 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과학교사’ 는 특히, 생물과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어
떻게 가르쳐야 할까? 98년도 기독교사대회 이후, 늘 고민해야 했던 중요한 ‘Topic'이
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쳐야할 것(예컨대, 빅뱅-성운설-지질연대-화학적 진화-화석학적 
진화-인류의 진화)과 내가 속했던 단체인 ‘창조과학회’에서 발간한 책들 사이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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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과 괴리감.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나오거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로 내어야 하는 우주진화-
지구진화-생물진화의 내용들을 ‘가르치지 말아야하는가?’ ‘ 가르친다면 진화론적 관
점만 가르쳐야하는가?’ ‘창조과학회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가르쳐야하는가?’ ‘함께 
가르쳐야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하는가?’ ‘고3들에게는 알
려줄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지구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수업을 변화시켜왔는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나름,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① 초창기 : 97~98년,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 교과서 만들어보기

 

그 당시 1학년 공통과학교과서 내용 중 ‘생명과 진화’ ‘지질연대’에 관해 가르
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창조과학적 관점도 있다고 말해주며, 책을 소
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제기된 ‘교과서논쟁’과 ‘90년대 초반에 카
이스트에서 실린 창조와 진화에 대한 글’을 소개해 준 후, 수행평가 숙제를 주
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신념대로 ‘생명과 진화 또는 지질연대’의 영역에 교과서를 만들어 
보라.
1주일간, 학생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관점의 작은 교과서들을 보고 채점했습니
다. 그 내용들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분명 이름이 기억나는 두 제자
가 만들 교과서를 보면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양쪽의 자
료를 진짜 교과서의Form에 맞추어 그림과 글을 실었는데, 양쪽 모두의 관점으
로 소개했고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끝맺었습니다. 상당히 깔
끔하게 잘 편집된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② 토론기 : 1999년, 창조-진화 토론(1차, 2차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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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지구과학수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
구의 탄생과 지질연대와 화석 등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친 상태였기 때문에, 토
론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창조-진화 토론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손들어서 발표시키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의 과정을 정교화시켰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1차 토론과 2차 토론을 나누어 시행하여, 토론을 가속화시키고 토론에서 근거로 
드는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1차 토론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모둠으로 나누어, 각 모둠에 창조론자
와 진화론자를 각각 적당한 비율로 구성시켜 함께 토론하므로, 모두가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토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단, 중립적인 역할을 맡기를 원하는 학생
들은 배심원으로 각 모둠에 배치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과제물(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에 대
한 과학적 근거를 조사해오는 것)을 조사한 후 그 시간에 배심원의 사회에 따라 
토론(논쟁)을 실시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더 우세했는지를 판결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2차 토론은, 우세승을 한 각 모둠의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대표학
생들은 며칠을 더 고생하여 매우 전문적인 내용까지 준비하여 그 시간을 대비하
기도 했고, 비공식적으로 그 반에서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들끼리 함께 전
략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2차 토론시간의 전체 사회를 보면서 각 사람의 발표에 따라 ‘수행평가 루
브릭’을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했습니다(발표성, 객관성, 신빙성, 리포터).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발전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토록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기에 
저도 매우 흥분했었고 스스로 여러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대표들은 수행평가에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2차 토론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소감을 써서 제출할 리포터에 삽입해 내거나, 
싸이 미니홈피에 올리게 했습니다.
잊지 못할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창조과학을 매우 지지하는 여학생(목사님 따님)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놀랍게도 진화론을 주장하여 2차 토론대표가 되었습니다.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
러나 그 아이의 소감문을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과학
적으로 사실임이 확고히 밝혀지더라도 창조론을 지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
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확고함이 맞는 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못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창조론을 
공격했고 결국 대표로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험의 결과 
저는 오히려 창조론이 옳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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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잊을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2차토론 때 창조 : 진화 = 5 : 1 인 상황에서 
이 친구는 진화진영에 속한 유일한 대표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의 달
변과 탄탄한 배경지식으로 5명의 창조진영학생들이 오히려 약간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2차 토론이 끝나고 5분여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느
낀 소감을 발표해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 학생은 
1. 결국 창과 창의 싸움이었다. 방패로 막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다.
2. 진화론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했으나, 결국 나는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진화
론이 과학적 사실인지 다시 고민해보아야겠다.
3. 논쟁을 넘어서 친구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다
웠다.
4. 네이버지식인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보다, 성경책보다.
저도 무의식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그들
은 열려있는 지성을 보여 주었다. 정직해짐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듯하다.
(안토니 플루에 관한 기사처럼) 

대한 논쟁이 딘 케년(Dean Kenyon)을 변화시키더니, 이제는 안토니 플루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마음을 가
진 무신론자들이 이번 기회에 이들 자존심 많던 두 무신론의 거장들이 자기들의 평생의 주장을 꺾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
에 없도록 만든 그 증거들을 숙고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안토니 플루 :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에는 하나의 
지성(Intelligence)이 존재함에 틀림없다는 아인슈타인(Einstein)과 다른 과학자들의 언급에 대한 나의 커져가는 공감(empathy)
이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 근원(Intelligent Source)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내 자신의 통찰력이었다. 생명의 기원과 번식(reproduction)의 기원은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단순
히 생물학적 관점만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해를 거듭하면서 생명체들의 정교함과 놀라운 선천적 기능들이 
더 많이 발견되면 될 수록, 점점 더 원시의 화학 스프(chemical soup)가 그러한 유전 암호들을 마술적으로 발생시켰을 것 같
아 보이지 않는다. 생명체와 비생명체와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것이지, 화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장벽으로 인해,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에서 생명의 기원은 “운 좋은 우연(lucky 
chance)” 탓으로 돌리고 있는 코메디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최고의 논리적 주장이 단지 억세게 운 좋은 우연이
라면, 게임은 끝났다. 아무도 그 주장을 들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 근거인 것이다.    
플루는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다.

2차 토론의 사회자인 교사인 나는, 비록 그 신념이 ‘젊은 지구창조와 오랜 지구
창조' 사이에 어느 지점에 놓여 있었지만, 끝까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서 교사가 끝까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가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업장면인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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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차시를 추가했다. 토론 후에 내가 느낀 점, 깨달은 점을 말해주어야겠
다는 생각을 실천했다. 
학생들에게 던진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소진화와 대진화에 대한 오개념에 관해, 2 과학주의(과학만이 진리의 잣대인
가?)  3. 인간 이성의 한계와 불완전함에 관해,  4. 새로이 등장하는 ‘지적설계
론’에 관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2004년 11월 실린 ‘제 6회 석학연속강좌’에 
초청된 미국 플로리다대 석좌교수인 진화철학자인 마이클 루스의 인터뷰를 제
시했다. (루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과학적 진리를 탐구할 때 은유(Metaphor)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다윈은 은유를 매우 중시했다 ▲윤리학
은 사람들 사이에서 협동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 ‘자연선택’에 의해 주어진 일종
의 환상이며 도덕감은 진화의 소산물이다 ▲진화는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과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 지적설계론의 과학적 가능성과 
오용가능성)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화과정의 방향성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 
그 방향성은 은유로 숨어있으며 그 주체는 알 수 없다. 우주의 일반적 열역학적 
현상과 완전히 반대로, 생명체들이 그토록 긴 30억년 이상의 시간동안 스스로 
복잡하게 진화했다는 주장은, 신에 의해 우주가 6일간 창조되었다는 초과학적 
주장만큼이나 초과학적이다.

  그리고 천동설과 지동설의 두 패러다임 전환기의 갈등과 대립과 현재, 진화론
과 지적설계론(또는 창조과학)의 대립구도의 유사성을 말해주고......
‘어쩌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
는 과도기적 시대 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린 그 과학사의 한 장을 토론수
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애들아, 결국 문제지는 여러분에게 넘겨졌다. 답은 개인의 선택이다.’

  결국 나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다. 기독교육에서 예수님은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려할 때, 마음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잘 아시기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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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아리결성 : 2002년 창조-진화연구회 - 학술지, SCR방문, 초청 지적설계세미나, 
  진화론창조론 산책 저자와의 만남

  2002년 어느 날, 남학생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극진창조론자 2인, 중립 1
인, 극진진화론자 2인으로 구성된 그들은 2001년도 수행평가였던 ‘창조론-진화론 
대토론’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여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연구회’를 조직하여 
저에게 지도교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창진연구회’는 그렇게 결성되었고, 다음해는 12명의 후배들이 가입을 했고, 그 
다음해는 2학년만 6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는 2학년 인문계학생들도 있었습
니다.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직을 구조화했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흥미영역에 
따라 6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주창조팀-우주진화팀, 지구창조팀-지구진화
팀, 생명창조팀-생명진화팀 )
또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1. 토론의 정기화 : 격주 토요일 오후 2시간, 100인 토론처럼 상반되는 팀들끼리 
맞짱대결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객석에서 관람하며 객석발표를 하도록 구조화했
습니다.
2. 저널 발간 : 토론결과와 활동상황을 각 학급에 알리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고
등학생 차원의 저널을 발간하여 학급마다 게시했습니다.
3. 세미나주최 : 창조과학회 교수님 초청 특강,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적설계연구
회인 SCR을 초청세미나 개최, SCR방문, ‘진화론 창조론 산책’을 쓴 진화과학자 
방문 토론회 등
4. 창조-진화에 관한 수업을 위해 자료제공 :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료를 게
시하고, 수행평가를 임하는 후배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수업 후 설문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④ 교수-학습법의 변화 : 2006년도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배심원 설득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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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진화토론 수업이 논쟁으로 격화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성숙한 토론자
세를 가진 학생들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극한 감정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었고, 심지어 학급 경건회 시간에 무신론자인 학생들은 모여서 토론을 이
기기 위해 전략모임을 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업인가?
그래서, 교수법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1차토론을 서로 논쟁해서 이기도록 했던 과정을, 오히려 협동학습연구회에서 개
발한 ‘배심원 설득하기’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올 해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전문가를 각각 3명씩 뽑아서 나머지 배심원인 나머지 
학급학생들을 설득하여 판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 시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토론의 주제의 심화를 위해, 
1. ‘무엇이 과학적 사실인가?’와 함께
2. ‘두 이론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조사하여
3. ‘무엇이 교과서에 실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해’ 토론하게 했습니다.  

  

 

4. ‘허용되지 않는 소통’에 관한 제안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에서 그리고 기독과학자
분들께)
    이제 나름의 대안 혹은 제안을 드리며 결론을 맺을까합니다.
    ① 일반공(사)립학교에서는 기독과학교사가 교육과정적인 접근을 하기 힘든 상

황입니다. 
       학계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반증과 지적설계론 등의 주장이 힘을 얻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7차 교과 과정은 인류의 시작과 우주의 기원에 관
해 진화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진화론 교육을 염려하는 창조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화론
과 창조론 양자의 입장이 정리된 교과서가 집필되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이
를 불허하고 있고,   더구나 7차 교과 과정에서는 ‘창조론을 논하지 말라’는 
교과서 집필지침이 세워져 교과서 개정운동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기독과학교사에게 물린 멍에를 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 다양한 토론수업이나 수행평가를 통한 창조론적 관점제시
       (Check list를 활용한 토론수업, 교과서 재구성(구성주의적 접근), 법정토     
       론 등)
      - 소감문 또는 설문지를 통해, 창조론에 마음이 열린 학생들과 성경이나 창조

론교재로 Study하는 모임 
      - 삶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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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션스쿨이나 기독교학교
       - Check list를 활용한 토론수업이나 교과서 재구성(구성주의적 접근)이나 법  
        정토론
       - 소감문 또는 설문지를 통해 창조론에 마음이 열린 학생들과 성경이나 창

조론교재로 Study하는 모임
       - 창조-진화토론회와 같은 학술동아리활동을 통해, 학교내에 기원과학운동확

산 (학술지나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와 같은 영화상영 및 세미
나 개최 등)

       - 과학교사의 이원론 탈피가 선행(반성적 실천가!)
       - 학교내 과학교사공동체 내에 교육과정(기독교세계관)연구모임 결성하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수업현장에서 실천하기
       - 창조과학회(또는 SCR이나 Noah)나 창조과학교사회와의 네트워킹이 필요 
    ③ 교회교육
       - 주일학교 안에 ‘기원과학’에 관한 전문교사 확보 및 교육이 시급
       - 창조론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진 강사들을 초빙 및 특강
       - 교회 내에 과학자의 소명을 가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로 기독과학연구회 

구성하여 토론하고 학술지발간 
    ④ 기독과학자의 공동체형성에 관한 제안
       
  오늘의 이 문화포럼은, 하나님을 믿는 지성인 특히 ‘창조과학(혹은 지적설계론)과 
유신론적 진화론’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과학자들 간의 ‘대
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론(혹은 지적설계론)과 유신론적 진화론’ 사이에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는 可否를 따져야할 사항이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當爲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성이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성이 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독과학자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내부 검증 시스템'이 있음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생명에 대해, 믿지 않는 과학자를 통
해서 검증받아야 합니까? 왜 무신론자들에게 과학이란 칼을 넘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색깔이 있고, 또한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석학이 많음에 감사
하고 이제부터, 우리들 내부에서 우주와 생명에 관해 검증하고 밝혀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독과학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내 연구와 그동안의 배경지식 중 무리한 추론에 관한 것을 내려놓음
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주장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포기할 영역은 과감히 인정하고 포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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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관점을 잠시 접고 열린 마음으로 사실에 관해 사실답게 해석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단 하나의 과정 그 우주탄생, 생명탄생의 진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고 추론이며, 관점이 도입되어야 할 영역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가능한지 함께 더불어 한 가지씩 짚어가며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창조론자와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기독과학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무신론적 
진화론의 공세에 대한 변증의 수단으로서의 과학이 아닌,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
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는 도구로서의 과학으로 재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와 교회 그리고 학계에서 추구해야하
고 교육해야할 방향성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