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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종류(種類) 대로  

동물복제에 이어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떠들썩  
하게 한다．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진화론자
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생명의 창조자로 진화론을 정립하였고 이제는 생
명의 신기한 영역인 유전자까지도 맘대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창
조신앙이 기독교에서 왜 중요한가를 확신해야 한다.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성경이 만물창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１: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

고 있다. 또 하나님은 ６일 동안에 천지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

했음을 선포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록을 하나의 신화로 
간주한다. 기독교만의 특징적인 생각이 아님을 주장하기위해 바벨론의 창
조신화, 플라톤과 중국의 신화에도 비슷한 창조이야기가 있음을 예로 들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모두 ‘유(有)’에서 ‘유(有)’ 만들어낸 설화
(說話)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하
고 있는 창조(創造)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것으로 인간의 
경험과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임을 확신해야 한다．

2. 창조론은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각기 제 

갈 길로 즉 죄의 길로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
려 속죄의 제물 되어 죽게 함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다른 생물과 함께 무기물에서 자연발생 되어 탄생된 최초의 
원시생물에서 진화되어 생겨났다면 복음은 전혀 필요 없게 되고 만다．

3. 진화론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때문이다．
진화론은 기독교의 복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창조자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고 창조자에게 
돌아가야 할 영원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무생물로부터 자연발생 된 후 
오랜 변화를 통해 얻어진 자연의 산물이라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심지
어 무생물과도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만일 물질의 우연한 충돌에 의해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
났고 그 후 오랜 생존경쟁을 통해 적자로서 진화된 것이 인간이라면, 주
어진 생을 최대한 즐기고 종교와 철학도 필요 없는 동물과 꼭 같은 존재
가 되고 만다. 

그러나 창조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그리스
도를 통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사회의 빛과 소
금으로 살아야 가게 한다.(*) 글쓴 이 / 이웅상(명지대 교목실장 겸 생명과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