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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 설계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한 단

의 이론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로 쓰 다. 진화론과 달리 경험 증거가 거의 없는 지 설계론이 과학이론이

될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문헌들을 통해 지능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지능의 흔 이 실제 자연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자연에서 지능의 흔 인 ‘지 요소’가 경험 으로 발견되면 지 설계론도 과학이론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진화론과 함께 학교 교육의 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지 않다면 논쟁할 가치조차 없어지게 된다. 지 까지 지능에 한 문헌

들을 종합한 결과 지능의 정체와 그 흔 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흔 이 사고, 지식, 문명 등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인 산물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진화

론과 지 설계론 간의 첨 한 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함께 진화론과 지 설계론이 학교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진화론, 지 설계론, 지능과 지식, 지능의 흔 , 생명의 기원과 변화, 융합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using as the theoretical basic data of judgment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intelligent design theory to be taught in public schools along with evolution 

theory. In order to verify the possibility that intelligent design theory, which has little empirical evidence unlike 

evolutionary theory, could be a scientific theory, what intelligence is and whether the trace of intelligence is actually 

found in nature was confirmed through literature. If intelligent elements, which are traces of intelligence in nature, 

are discovered empirically in nature, then intelligent design theory can be recognized as a scientific theory and can 

also be taught in public schools. The identity and traces of intelligence were found in relevant literature and the 

traces are found not only in various artificial products derived from human beings such as thinking, knowledge, and 

civilization, but also in all phenomena of na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vides a discussion on how 

the evolutionary theory and intelligent design theory should be handled in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as well as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evolutionary theory and intelligent desig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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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생명의기원에 해 두가지의 이론이있다. 하나는 기

독교 세계 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이며, 다른 하나는 다 의 종의 기원

(1859)으로 부터 시작된 진화론이다. 창조론에 따르면 인

간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은 각각 고유한 종으

로 신에 의해 의도 으로 창조되었고,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무기물에서 시작되어 단세포

생물로, 그리고 고등생물로 변화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다.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들은 우연 으로생겨난 것

이며 공통의 조상이 존재하고,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를

통해 한 계통이 여러 갈래로 나 어지는 종의 분화를 통

해 오늘날과 같은 수백만의 생 종들로 변화했다[1].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다 이후 거의 15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국

등 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진화론만을 과학으로 인정하

여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가르쳐 오고 있다. 그러나 진화

론을 반박하는 주장들이[2-4] 계속 이어지고 최근에는

창조론에 기반을 둔 지 설계론(intelligent design)이 새

롭게 주장되면서 학교에서 진화론뿐만 아니라지 설계

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 설계

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 으로설계되었다는 이

론으로, 자연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지성 인

존재( , 신)만이 할 수 있는 지 설계의 흔 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연 상에 각인된 지능의 흔 을 경험 , 논

리 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3].

특히 미국에서는 지 설계론을 가르치기 한 교육

과정 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960년 공

교육이 진화론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반발하여 지

질학자, 생화학자, 신학자 등을 심으로 노아의 홍수라

불리는 세계 인 홍수에 한 과학 연구를 시도하

는 창조과학운동이 개되었고, 1981년 아칸소주와 루이

지애나주 교육 원회에서 생명의 기원과 련하여 창조

과학도 의무 으로 가르칠 것을요구하는 ‘동등시간법’을

통과시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2000년 에 들어와서는

과학자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통령까지 나서 진화론

과 함께 지 설계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교육과정을 둘러싼 청문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 다[5].

그 결과 캔자스주 교육 원회가 지 설계론을 공립학교

과학과목으로 채택한데 이어 캔자스 주립 학이 지 설

계론 강의를 개설하기에 이르 고 이런 결정은 같은 문

제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온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오하이오, 미네소타, 뉴멕시코 등 다른

주에도 향을 미쳐 학교에서 진화론과 지 설계론을

동등하게 가르쳐야 되는가의 고민에 빠지게 하 다[6].

미국의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창조설, 진화론, 외계

인 창조설 등 생명의 기원에 한 다양한 이론들을 등

생물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학계, 정치계, 교육계 등 다

양한 역에서 지 설계론에 한 심과 이에 한 논

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카이스트, 포스

텍, 한동 등의 국내 유수한 학들을통해 지 설계론

에 한 학술 회를 개최하는 등 학문 세력을 확장하

고 있으며,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 원회(2012)’에서는

교육부에 청원하여 교과서에서 시조새를 삭제하려는 시

도가 있었다[8].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 가르치고 있는 련 교사들

사이에서도 진화론과 지 설계론 병행 교육에 한 주

장과 그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교육

의 목 이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 사고력과 창의 문제 해

결력을 기르는데 있음에도 진화론 사고만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과학교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9,10].

한 생명의 기원은 과학 으로 증명이 불가능함에도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 진화론에 련된 것만 편 되게 제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 핵심

인 진화론 사고가왕따, 폭력, 자살등으로얼룩진우리

교육 장의 부정 인 모습을 래한 원인이고 그에 한

해결책을 찾을 명분을 잃게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 세

계 에 따르면 오늘날 인류의 생존 자체를 하고 있

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필요

가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1]. 교사들은 더 나아

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사고력을 기를 목 으로 식물

의 구조, 세포, 작은 생물 등의 단원을 지 설계론에 입

각하여 재구성하는 논문을 써서 학계에 발표하고 있다

[5,11-13].

정치, 학계, 교육 반에서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 지

설계론을 기존의 진화론과 함께 교육하자는 요구가

더욱 커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한 최종 단을 내

려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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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지 설계론을 교육할 수 있기 해서는 지 설계론

이 과학이론으로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과학이

론은 실제 세계에 한 증거들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수많은 검증 는 반증을 통해

강력한지지를 받게 될 때비로소 과학 사실이 된다[1].

신이 개입되는 한 과학이론이 될 수 없으므로 지 설계

론이 과학이론이 되기 해서는 유신론 인부분은 일단

믿음이나 종교 역으로 남겨두고 진화론처럼실제 존재

하는 세계로부터 이론의 핵심 인 증거들을찾아 제시하

고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진화론이

과학이론으로서존재할수 있는 것도 다 이래 150여년

동안지구에서 진화에 한증거가될 수있는 다양한 자

료나 상들을 찾아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1,14,15]. 그에

비해 지 설계론은 2009년과 2010년에 리엄 뎀스키와

로버트 마크가 SCI 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개제한 후에

서야 비로소 과학이론으로서의 학술 토론이 가능해진

상태이다[5].

지 설계이론을 과학이론으로서 성립 가능하도록 해

것은 지 원인의 경험 탐지 가능성이다[16]. 이는

지 설계론도 진화론처럼 자연 상에서 찰되는 지능

의 흔 을 경험 이고 논리 으로 밝 내는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런 맥락에서 지 설계론이

자연으로부터 찾아야 할 타당성의 증거는 바로 지능의

흔 이다. 다시 말해 자연으로부터 지능의 흔 인 ‘지

요소’를 찾아 제시하면 지 설계론이 과학이론으로서

일부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 않으면 과학이론

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 설계론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수-학

습법[9], 커리큘럼 재구성[5,11], 수업자료 단원 개발

[12,13]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학교 장에서 결

양상을 래하여 혼란을 심화시킬 뿐 지 설계론이 과

학이론으로 성립가능한지의 여부에 한 연구는 시도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지 설계론이

과학이론으로서의 성립 가능 여부와 학교에서교육 상

으로지정할수 있는지에 한 단의 이론 기 자료

를 제공하기 해 먼 지능에 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지능과 그 흔 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흔 이 자연 속에

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데 있다. 생명체를 포

함한 자연 상이 지능을 지닌 존재에의해 설계되었다는

지 설계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기 해서는지능의 정

체성과 그 흔 을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

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이란 무엇이고 그 흔 은 무엇인가?

둘째, 지능의 흔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가?

2. 간과 지능

2.1 지능  정

인간은 지능(intelligence)을 통해 다양한 산물을 만들

어 내는 지 존재이다. 생각이나 언어에서부터 학교에

서 배우는 다양한 교과, 문학작품, 술작품, 스포츠, 게

임, 컴퓨터, 차, 기계, 도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

산물들은 모두 지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능에 한 정의는 련 학자들의 수만큼이

나 다양하게 내려져 있으며[17], 지 도 내려지고 있어

일부학자들은 지능에 한 합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 Legg & Hutter[18]가 수집한 70여개

의 정의들을 분석해 볼 때 련 능력들은 략, 환경

응 능력, 학습 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상

상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일부정의는

지능이 이런 능력들의 종합으로 생각되는 한편, 일부 학

계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19-22], 는 추상 사

고능력[23,24]에 국한해서 지능을 정의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능을 환경에 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고 있다[23,25,26].

일반 으로 지능에 한 정의들은 사회문화 환경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산출물을통해 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 사회, 문화 환경은 시 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

고 계속 변화하므로 그런 환경에 기 한다면 지능도 다

양하게 계속 정의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능의정체성에

한 탐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정의는최

후에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 다[27]. 더

구나 인간의 능력이 환경 속에서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진화론 [20,28,29]에서본다면 이런상황은 더욱당

연해 보인다. 결국, 계속변화하는인간의삶의환경맥락

에서 지능을 정의한다면 그 정의는 원히 불가능한 것

이다.

2.2 반지능 론과 다 지능 론

지능의 정체성에 한 혼란은 지능의 구조 측면에

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지능이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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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일반지능이론가들(general intelligence

theorists)은 인간의 능력은 계 구조를 지니고 있고

최상 층에 오직 하나의 지능, 즉 일반 지능(general

intelligence)이 존재하며 이 지능은 인간의 모든 다양한

지 활동에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지능이론의 역사는 1900년도 국 심리학자

Spearman[3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측정치들간의

상 도의 근거가 되는 기 에 깔려 있는 최소 공통 역

들을 결정해 주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라는 통계

기법을 통해 모든 테스트의 기 에는 하나의 일반 요

인(general facto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10년 후

Jensen과 Carroll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 다[31]. 특히,

Carroll[32]의 삼계층이론(three-stratum thoery)에 따르

면 첫 번째 층에는 40여개가 넘는 요인들로 구성되고, 두

번째 층에는 구어능력(verbal ability), 수학 추론

(mathematical reasoning), 공간감각(spatial), 시각화

(visualization), 그리고 기억(memory)등과 같은 그룹 요

인들(group factors)이 있다. 그 최고 정 에는 단 하

나의 일반 요소(g factor)가 존재하는데, 일반 요소는 그

이하의 두 계층모두에서 존재한다. 이런 계로 일반 요

소 이하의 모든 그룹 요인들 사이에 서로 상 도가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한계 은 특정 분야에서는 외

으로 높은 수 의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장

애 수 을 보이는 학습장애나 자폐장애를 지닌 사람과

같이개인 내능력들사이에 무격차가심한 경우는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이다[20].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은 모

든 지 활동이나 산물에 공통 으로 여된 일반 요소

와 그 요소를 다루는 일반 지능이 무엇인지 구체 으로

밝히지 못하는 결정 인 한계를 보여 다.

한편, 미국의 심리학자 Thurstone[33]으로부터 출발

한 다 지능이론가들(multiple intelligence theorists)은

지능은 하나가 아니라 상호 독립 인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에서 다 지능이론은 일반지능

이론의 한계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지능이 상호 배타 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개인 내 역 는 분야 능력들 간에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고 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불균형 인 인지

로 일을 나타낸다[20].

Thurstone[33]은 지능이 구어 이해력(verbal

comprehension), 어휘 유창성(word fluency), 숫자 다루

기(number facility),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

연합 기억(associative memory), 인식 속도(perceptual

speed) 그리고 추론(reasoning) 등 7개의 서로 독립 인

주요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Gardner[31]

는 이런 지능 을 바탕으로 언어 (linguistic), 수학

(logical- mathematical), 음악 (musical), 공간 (spatial),

술 (artistic), 인내 (intrapersonal), 인간(interpersonal),

신체운동 (kinethetic), 자연 (natural) 지능 등 다수의

지능들을 제안하고 개별 지능들이 통합 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분야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20].

그러나 Gardner[31]도 일반지능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지능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별 지능

들 간의 상호 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 을

보인다[20,34]. 한 다 지능의개별 지능들이 상호배타

이거나 독립 이지 않다는 비 [35,36]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2.3 간 능력에 한 통합 과 지능

최근 일반지능이론과 다 지능이론의 한계 을 극복

하고 두이론을통합 으로 이해할 수있게 해 새로운

지능이론이 ‘인간 능력에 한 통합 모델’[37]을 통해 소

개되었다. 이 모델은 Carroll[32]의 삼계층 이론

(three-Stratum Theory), Case 등[38]의 마음의 통합모

델(the united model of the mind), Case[39]의 발달이론

(the developmental theory), Sternberg[40]의 삼원이론

(Triarchic Theory), Gardner[20]의 다 지능이론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등 지능에 한 주요 이

론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인지 요소들(지능, 능력, 주의,

기억, 인지 공간 등)간의 상호 련성을찾아 통합하여 이

루어졌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인지 상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근

원 인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 환경이

아닌, 인간의 다양한 인지 상들이 생겨나오는 두뇌 인

지 근원의 인지 메커니즘 안에서 지능을 구체 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근원 인지메커니즘에 따르면 모든 인지 상들이

생겨나오는 인지 근원은 인지 시동체(cognitive

activator)와 인지 공간(mental spaces)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지 시동체는 감각 , 지 호기심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자극(stimuli)’을 감각하고 그 자극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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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 계성’을 찾게 된다. 그러면 그자극들은 두뇌

인지 공간에서 계성에 따라 서로 연결된 구조물로 형

상화된다.

이런 구조화의 기본 인 로서 가령 어떤 사람이 실

제 나무와 새(시각자극)을 감각했다면 나무와 새는 서로

독립 인 동등한 개체라는 상호 계성을 찾는다. 그러면

그 나무와 새는 두뇌 속에서 병렬 계성으로 서로 연결

되어 구조화되어된다. 한 사람이 꽃을꺾는 장면을 보

았다면 그 사람과 꺾인 꽃이라는 시각 자극은 두뇌 속에

서 인과 계성(원인: 사람, 결과: 꺾인 꽃)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구조화된다.

Fig. 1과 같이 언어도 인간의 인지 구조물로 볼 수 있

는데, 의 에서 병렬 계성으로 연결된 나무(entity1)

와 새(entity2)의 구조나, 인과 계성으로 연결된 사람

(entity1)과 꺾인 꽃(entity2)의 구조는 인간이 창조한 언

어 자극(청각자극: 구어, 청각-시각자극: 문어)과 서로 연

결되어 더 복잡하게 구조화된다.

Fig. 1. Linguistic Knowledge[41]

자극들 사이의 계성을 찾기 해서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필요하고 이들은 서로 계 으로연결되어 기능

한다. 우선 자극들을 감각하고 기억하는 하 기능이 필

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정보 처리기능

(processing function)의 상 기능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후로 이런 상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 계성을 찾아

서로연결하여지식을형성하는최상 기능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호 계성을 찾아 서로 연결하여 형상화 구조

물을 형성하는 최상 기능’을 지능(general intelligence,

g)으로 정의하고, 지능에 의해 형상화된 구조물은 지식

(knowledge)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Fig. 2에서와 같

이 인간이 내 는 외 요구에 따라 자극을 감각하게

되면(시동단계), 자극들 사이의 상호 계성을 악하기

해 실행기능과 처리기능을 작동시킨다(수행단계). 한

편으로 처리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주의를 통제한다. 일단 자극들 사이에서 상호 계성

이 발견되면 그 계성을 통해 자극들을 서로 연결하여

지식을 형성한다.

Fig. 2. Hierarchy of Abilities[41]

한편, 인지 근원의 다른 요소인 인지 공간은 감각

자극이 머물고 장(stored)되며 처리(processed)되는 장

소로서 시각공간과 청각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

공간은 나이에 따라 성장하며 그 크기는 지 발달을

반 으로 제약한다[39]. 인지 공간이 무 작으면 감각

기억이 약하게 형성되고 그 기억에 주의가 많이 집 되

지 않는 주의력 결핍 상이 래되고, 내면에 집 되는

주의의 양이 부족하여 상 기능인 실행 정보처리 기

능이 제약을 받으며, 최종 으로 최상 기능인 지능조

차 방해를 받는다. 재와 같이 높은 수 의 지능을 지

니고 있어도 특정 인지 공간(청각 는 시각)이 작으면

잠재 인 지능에 비해 그 인지 공간과 련된 특정 지

활동이나 지식 형성이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나는 학

습장애와 같은 상이 래될 수 있다[41]. 를 들어 청

각공간은 작고 시각공간이 크면 청각 자극에 한 기억

이 약하게 형성되고 청각 공간 내로 집 되는 주의 양이

어 그 안에서 실행기능과 정보처리 기능 등 지 기능

수행을 잘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각 기능이 우 를 차

지하는 활동 수행( , 언어 련: 읽기, 쓰기 등)에 지장이

래되는 한편, 상 으로 강한 시각 기억과 시각 공간

으로 집 되는 주의 양이 많아 시각 기능이 우 를 차지

하는 활동 수행( , 미술, 디자인 등)이 뛰어나게 되어개

인 내 인지 로 일에 불균형 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인지공간이 지나치게 크면 인지공간내로집

되는 주의의 양은 더 증가하여내 인지 활동은 더용이

해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내 인지활동에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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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게 되고 따라서 외부 실제 세계에 한 지식 형성,

응 는 응 능력에 장애가 나타나는 자폐장애가 발

생된다[42]. 즉, 지능의수 이 같아도 인지공간의 불균형

조건 상황에 따라 개인 간 는 개인 내 불균형 인

인지 로 일이 나타날 수 있다[41,43]. 이는 모든 역

이나 분야에 여하는 하나의 일반 지능이 인지 공간 크

기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격차가 심한 역 는 분야능

력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독립 인 다 지능

처럼 보일 수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이 통합모델은 근

원 인지메커니즘을 통해 일반지능이론과 다 지능이

론의한계와각각의서로 다른 주장이 왜나타날수 있는

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지능이란 ‘자극들 사이의 상호 계

성(relationship)을 찾아 서로 연결하여 지식이라는 인지

구조물을형성하는 단일의능력’이다. 인간은 환경으로부

터 다양한 자극들을 감각하고 그들사이에서 상호 계성

을 찾아 그 계성으로 자극들을 서로 연결하여 구조화

하여 지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지 활동과

산물 속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환경 자극( , 말,

문자, 수 등)과 더불어 공통 으로 상호 계성이라는 일

반 요소가 존재한다. 를 들어, 언어지식과 수학지식은

언어와 수라는 서로 다른 분야 자극들로 내용을 표 하

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공통 으로 상호 계성으로 서로

연결된 지식인 것이다. 따라서언어, 수학 등과 같이다양

한 분야의 지식들이 서로 독립 인 별개의 분야처럼 보

이지만 분야 자극들로 결합되었을 뿐기본 으로 상호

계성으로 연결된 인지 구조물이다.

요약하자면, 인간이 형성하거나 창조한 모든 지 산

물은 모두 지식으로 그 안에는 지능의 흔 인 ‘상호 계

성’이존재한다고볼 수있다. 그리고자극들사이의 상호

계성을 다루는 단 하나의 능력인 지능은 시 와 장소

를 월하여 동일하지만 다양한 환경 자극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므로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한 지능들 는 능력들로 보일 수 있다. 즉, 지능은

환경 월 능력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환경을 통해 드

러나는 환경 의존 능력인 셈이다.

3. 연과 지능  흔적

3.1 연  조화

자연과학에서는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보편 인 계

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44]. 이

는 자연 한 다양한 자극들이 상호 계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형상화된 물질 구조물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물

질의 기본 단 인 수소나 탄소에서부터 거 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일 되게 확인된다. 수소나 탄소는 핵을

심으로 자가 돌고 있는데 수소는 핵 속에 든 양성자 1

개와 주변을 돌고 있는 자 1개, 탄소는 양성자 12개와

자 12개로 구성되어 있다[45-47]. 수소와 탄소는 핵과

자가 서로 연결되어 구조화된 물질의 기본 단 이며

수소나 탄소들은 다시 서로 결합하여 아미노산이나 포도

당과 같은 더 복잡한 단 의 물질로 형성되고, 계속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같은 복합구조 물질로 형성된

다[48]. 그리고 이런 복합구조물들은 다시 서로 연결되어

동물, 식물 등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더 큰 단 의

생명체 자연구조물로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자연의 구조화 방식은 거 한 행성의 세계에서

도 동일하다. 컨 태양은 수성, 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황성 등과 일정한 계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태

양계라는 단 로 구조화되어 있고 다수의 태양계가 서로

연결되어 은하라는 더 큰 단 의 구조물을 형성한다.

재 측된 바로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는

어도 1000억 개의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49]. 이는 가장 미세한 구조물인 탄소들이 서로 연

결되어나무 등과 같이더 큰단 의개체가형성되는

상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의 구조물들이 서로 연결

되어 동물의 육체라는 다른 단 의 구조물이 형성되

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연도 인간이 창조한 모

든 산물처럼 자극이 서로 연결되어 구조화( 는 형상화)

된 거 한 물질 구조물이다. 이런 에서 자연 한 지

식(일명, 자연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자연의 형

상 구조물에서는 상호 계성이라는 지 요소가 발견될

수 있다.

3.2 조화  원리: 상호 계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연에 한 지식을 탐구

해오고 있다. 육안으로 찰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해

부하고 분해하여 찰하거나 미경과 같은 기구를 통해

찰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도 찰할 수 없는

더 심오한 부분, 최종 으로는 자연 만물이 시작되어 나

온 근원에 해서까지 탐구하고 있다. 이런 자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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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 크게 세 역으로, 한 역은 주로 자연에 한

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연구이다[50,51]. 를 들어,

태양과 달 등의천체들, 식물과동물 등의 생물들은 찰

을 통해 그 세계의 과학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태양

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태양빛을 반사하여빛은 낸

다는 사실과 식물이 성장하는데 빛이 필요하다는 등은

모두 찰을 통해발견한 것들이다. 자연탐구의 다른

역은 자연의 피상 인 상들 이면의 심층 역으로

이에 한 탐구는 주로 추론(inference)을 통해 이루어지

고 이론을 형성하는 기제 연구이다[50,51]. 를 들어, 태

양은 왜 밝게빛을 내는가의 상이나, 식물의 싹은 어떻

게 생겨나는지 등에 한 탐구는 심층 기제를 탐구하

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 탐구 역은 만물이

처음으로 생성되어 나타나는 근원 역이다. 인간은 철

학이나 과학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의 근

원( , 신, 빅뱅의 한 등)과 그로부터 어떻게 자연 만

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이런 자연과학의 탐구 역을 종합할 때 자연은 다양

한 상들이존재하는 ‘피상층’ 그 피상층이드러나는 ‘심

층’ 그리고 자연 만물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근원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들은 특정한 상호 계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에서처럼 구체 으로 자연의 세 층은 수직 상호 계

성(vertical relationship)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층

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수평 상호 계성

(horizontal relationship)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피

상층은 심층으로부터 형성되고 심층은 한 근원층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은 수직 상호 계성으로 서

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상 층은 하 층의 존

재 원인의 치에 있으므로 수직 인과 계성

(vertical causal relationships)으로 표 할 수 있다.

Fig. 3. Relationships in Nature

한 각 층의 구성 요소들은 ( 를 들어, 심층의 원자

핵과 자[46,47]나 피상층의 식물과 동물) 각자 독립

으로 동등한 수평 병렬 계(horizontal parallel

relationships)를 이룬다.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형성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각자가 독립 으로 동등하게

존재하는 자연물 사이의 상호 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 각 층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

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를 들어, 심층의 원자핵이

자신이 지닌 상호 계성으로 자를 서로 연결하여 에

지가 구조화된 물질로 나타나거나, 피상층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통해 북극의 얼음을 녹인다면 이

는 동등한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과 계성에 의한

상이므로 수평 인과 계성(horizontal causal

relationships)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 자연은 수직 상호 계성과 수평 상호 계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병렬 계성이나 인과 계

성이 존재한다. 병렬 계성은 서로 동등하게 독립 으로

존재하는 계성이므로 정 계성이라 한다면 인과

계성은 새로운 변화를 래하는 계성이므로 동 계

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3 상호 계  찾는 지적 본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한 연구 한 사회의 모든 상들이 인

과 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 계를 찾는다

[52]. 자연에 수직 이고 수평 으로 구조화하는 상호

계성이 존재한다는 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통해서도

증거 될 수 있다. Fig. 4에서와 같이 인간(I)은 자연을 감

각하고 자극들(S1, S2) 사이의 상호 계성(--)을찾아 서

로 연결하여 그 로 내면에 자연에 한 지식(s1-s2)을

형성하거나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극이나 상호 계성

을 창조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

Fig. 4. World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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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아이들은 처음에는 앞의 사물이 사라지면

그 사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53],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특정 물체가 앞

에서 사라져도 이들의 내 표상을 련지어 인지구조를

형성하는[54] 한편,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을 지루해 하고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면 진지한 호기심

을보이는등, 사물을 서로 구별할수 있다[55]. 이는아동

들이 서로 다른 사물들을 수평 병렬 계성으로 서로

연결하여 인지구조를 형성하면서 주변 상황에 한 피상

지식을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은 자

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에 외계의 사물을 받아

들이는 동화의 인지과정과, 기존의 인지구조가 새로운

상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때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

성하는 조 의 과정을 통해서도 잘 확인될 수 있다[54].

한 유아들은 주변 사물들이 인과 으로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목 하는 바

를 성취할 수 있는데[53], 이는 수평 인과 계의 지식

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다양한 상들

에 해 ‘왜’로 시작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비록 모

든 상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미숙함을 보

이긴 하지만 상들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 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56], 이는 아동들이 수직 인과 계를

찾아 그 지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래들과 달리 심

오한 상에 호기심을 보인다[57,58]. 그들은 매우 어려서

부터 주변의 신비스런 일들에 해 심을 갖기 시작하

는데,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

에 해 알고자한다. 그들은 매사에호기심이 많으며, 자

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

떻게, 왜 지구에 살게 되었는지 늘 궁 해 하며, 이런 깨

달음에 한 욕구가 좌 될 때 격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59] 이 듯 상호 계성을 찾는 것은인간의 본능에속한

다[50].

4. 논  

본 논문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 설계론도 교

육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 설

계론이 과학이론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살피고, 그에 따

라 학교에서 교육 내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단하기

한 이론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쓰여

졌다. 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능이 무엇이고 지 산

출물을 통해 경험 으로 확인 가능한 지능의 흔 이 무

엇인지를 밝히고 그 지능의 흔 이 자연에서도 그 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지능에

한 통 인 이론인 일반지능이론과 다 지능이론의 한

계 을 극복하고 설명해 주는 인간 능력의 통합모델에서

지능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일반지능이론의 경우

지능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 내 불균

형 인 인지 로 일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지능이론 역시 다양한 지능들 간의 상호 계

성을 밝히지 못하고 개별지능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다

는 비 을 받고 있다. 이 두 이론의 한계 을 설명하고

인지 근원에서 지능을 정의하는 통합모델을 통해 ‘자극

들 사이의 상호 계성을 찾아 서로 연결하여 형상화된

구조물, 즉 지식을 형성하는 능력’이라는 지능의 정의를

찾을 수있었다. 한모든지 활동이나 산물에서 ‘상호

계성’이라는 지능의 흔 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한편 인간이 형성하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일

정한 ‘상호 계성’- 수평 , 수직 상호 계성 는 병

렬 계성, 인과 계성 –을 통해 서로 연결된 형상화된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상호 계성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을 통

해 자연에서 상호 계성이라는 구체 인 지 흔 이 발

견될 수 있는바 자연이 지 으로 설계되었고 재도 설

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 설계를 학

교에서 가르치기 해서는 지 설계의 주체를 신이라고

믿는 창조론 입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 설계론

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 증명 불가능한 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지 으로 설계했거나 그 변화에 개입하고 있다

는 창조론은 경험 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 과목에서 다

루기에는 부 해 보인다. 객 인 사실뿐만 아니라

직 , 추측, 의견, 토론과 논쟁에서나온 경험들까지 포함

시켜 학제간의 역을 무 뜨리는 교육을 할 수는 있겠

지만 그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래할 수 있다

[60]. 같은 맥락에서 비록 최근에 융합 는 통합 교육이

극 권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

상보 인 계에 있는 역( 컨 , 술과 과학)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서로 배타 인 과학과 종교를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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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하는 것은무리일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겹치지

않는 교도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1].

물론 자연을 체 으로 이해한다는 에서는 인간이

경험 으로 인식 가능한 재의 우주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그 실상이 존재하게 된근원과그 근

원으로부터 어떻게 다양한 상이 나타났는가의 진리,

즉,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에 한 논쟁은 필요하

다. 그럼에도 아직은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에 한 의

차이가 좁 지거나 타 할 수 없는 지 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질에 한 과학 설명과 자연 인 설명

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며[62], 종교와 과학은 서로 양

립할 수 없거나 화해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63].

한때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여 종교와 과학의두

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유신-진화론이란 신이 우

주를 창조했지만 그 이후는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으로 진화는 신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자연

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는 주장이다[1]. 그러나 지 설계

론이나 진화론 그 어느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

지 않고 있다.

진화론의 입장은 무신-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신의 존

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이 있다면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수 많은자연재해로 인해 인간과 동물이희생되고, 인

간들사이의가학 인 폭력, 량학살, 허 성 과 가짜

신의숭배, 무고한자들의고통스러운 죽음, 자살폭탄테

러 등을 포함 지 까지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불행들이

잘설명될수없다[63]. 우주는한 에서 폭발, 즉빅뱅

을 통해 생성되었고 지구상의 모든생명체들은 자연발생

으로 탄생한 후 환경에 응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게

진화론의 세계 이다. 진화론은 1859년 다 이 종의 기

원에서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하고 여

러 세 를 거치면서 그 변이가 축 되어 진화가 일어난

다는 자연선택설을 발표한 이후에 과학계의주류 이론이

되었다. 그 이후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은 화석기록, 해부

구조, 지리 분포 등에서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진화를 과학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1]. 화석의 가장

오래된 층에서는 해양 무척추 동물 화석이 나오고, 물고

기는 훨씬 나 에, 그리고 양서류, 충류, 포유류는 더

나 에 나오는 것을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동

식물이 진화했다는 증거로 본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맹

장이 있다거나, 되도리후두신경이 비효율 으로 빙빙 돌

아 후두로 올라간다거나, 심지어는 조상들에게서는 기능

을 수행했던 수많은 비활성의 유 자들, 다수 포유류

와 달리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유 자가 있지만 기

능하지 않아 비타민C를 직 먹어야 하는 인간 등도 진

화론 증거들에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이에 비해지 설계론의입장은 유신-창조론이다. 우

주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심지어는 지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나 우주 만물의 모든 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 설계론에 따르면 빅뱅도 신의 행 이고

우주 만물은 신의 의도에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나타났으며 인간을 비롯한 지

구상의 생명체들은 무기물에서 출발하여 단세포 생물을

거쳐 오늘의 고등 생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약 5억 4천만 년 캄 리아기 폭발

때 수많은 다세포 생명 형태가 갑자기 출 했으며, 토끼

와 박쥐를 포함한 일부 동물 집단이 화석 기록에 갑자기

나타났지만 양서류, 충류에서 포유류를 연결해주는

진 형태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4]. 지 설계론자

들 한 진화론을 일부 믿지만 환원불가능하게 복잡한

특징들은 지 인 행 자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3]. 그들은 비효율 이고, 나쁜 특징들은 진화과정을

이용한 방탕함에 한 신의 훈계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

다[1].

이 듯 진화론과 지 설계론은 첨 한 립을 보이

고 있고 그 한계가 극복될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진화

론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 한 이 무엇이

고 그로부터 빅뱅을 통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진화의 핵심인 유 체는 어디에서 왔고, 지구상에서 무

기물 는 단세포 생물에서 오늘날 인간을 비롯한 복잡

한 구조를 지닌 생명체들이 진화되었다는 보다 구체 이

고 촘촘한 증거들을 찾아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

해 보인다.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는 재의 우주 행성

체계나 복잡한 구조를 지닌 지구 생명체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증거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진화론의 기반은 지구 생명체의 생

존경쟁과 응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면 용

상이 사라질 뿐 아니라[11], 진화론은 진화에 필요한 생

명 정보의 기원도 설명하지 못한다[10]. 한편, 지 설계

론의 입장에서는 자연 발생 으로가 아니라 자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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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존재하고 그가 지능을 발휘하여 자연 만물을 설계

했을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상에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최근 지구 밖 외계인이 지구의 생명체를 창조했

다는 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신의 창조설과 같은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14].

진화론과 지 설계론의이런 립 상황은 좀더 새로

운 해결책을 요구한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듯

이, 인간의 정신은 진화하고 있다[64]. 진실을 향한 인간

의 지 탐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이론은 설명력으로 그

힘을 나타낼 수 있고 합리 인 사고를 지닌 다수가 인정

할 때 과학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1]. 사실 진화론이

100% 사실 인 이론도 아니며 그 다고 지 설계론이

100% 허구 인 이론도 아니다. 이론의 진화론 에

서 볼 때, 재의 진화론과지 설계론이 경합을 벌이면

서 상 방의 설명력의 한계를 찾아내고 우주, 자연, 생명

상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진화된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소개된 ‘발 론’의세계 [65]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발 론에 따르면 우주는물질 자극인 기

(氣)와 지 자극인 상호 계성의지 설계도를 지닌유

체(근원 유 체)로 구성된 근원의 ‘우주 씨앗’으로부터

발 된 하나의 거 한 생명체이다. 인간이 상호 계성을

통해 서로 연결하여 지 구조물인 지식을 형성하듯이,

우주 근원의 유 체에서 복재된 상 유 체들이 거듭

복재되고 분열하면서 자신이 지닌 상호 계성의지 설

계도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물질 으로형상화되고 구조

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우주 체는 지구상의 여느 생

명체처럼 우주 씨앗에서 싹이 발아하여성장하는 생명체

의 속성을 따른다.

이 발 론은 무신(자연)-지 설계 는 발 -진화의

입장을 취한다. 이런 에서 지 설계론과 진화론 각각

의 핵심 주장을 포함하면서 발 이라는새로운 상으로

지 설계론의 신 는 진화론의 한 등 두 이론의 한

계를 극복하여 우주의 근원과 생명출 의 상호 계성의

원리를 더 잘설명하고 있다. 지구의모든 생명체를 포함

하여 우주 만물이 우주씨앗이 발 된 하나의 거 한 생

명체라는 과 우주나 생명의 기원이 자연 인 신이

아니라는 에서, 그리고 발 된 우주 만물이 환경과 상

호작용을 통해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다는 에서

진화론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발 론에서 진화나 퇴화는 유 자가 지 설계를 변

경하는 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체가 유

자를 통해 스스로 조직화를 해나갈 수 있는 자기조직화

능력이 있다는진화론 쪽의 주장[66]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주씨앗은 진화론의 한 의 구체 인 모습에

해당되고, 우주가 처음 발아하기 시작한 시 을 폭발

상(빅뱅)에, 그리고 우주 싹이 성장하는 시기는 허블

망원경을 통해 확인된 우주가 폭발의 순간의 출발 으

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우주 팽창 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 론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여러 복잡

한 생명체가 비록 많은 진화의 단계를 거쳤다할지라도

씨앗의 의도된 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는 에서, 우연히 무기물에서 시작된 단세포 생

물을 거쳐 진화한 결과로 공동조상이 있음을 믿는 진화

론과는 차이가 있다. 발 론은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는

우주 행성들의 세계가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상

생명체의 출 도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주 씨앗

의 유 설계도에 따라 지 으로 발 되었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한편 발 론은 지 설계론의 입장과도 유사 과 차

이 을 보이고 있다. 발 론에서 우주 만물이 지 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과 우주 씨앗 속 상호 계성의 지

설계도에 의해 의도 으로 우주가 태동하거나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 하게 되었다는 에서는 지 설계론과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발 론을 지 설계론의 맥락에서 해

석한다면, 우주 씨앗 속 우주 유 체는 근원의 신 는

하나님에 해당되고, 유 체가 지닌 상호 계성의 지

설계도는 물질 는 물질 자극인 기(氣)에 응되어 지

(知) 는 지 자극인 이(理)로 표 될 수 있다. 이(理)

는 근원의 진리, 말, 뜻, 생각, 지식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 는 하나님은 근원의 진리와분리될

수 없으므로 신이 곧 진리이고진리가곧 신인동시에우

주는 근원의 신이 자신의 진리에 따라 물질 형상이라

는 우주 만물로 발 되어 나타난 상으로 볼 수 있다.

우주는 형체 없는 신 는 하나님이 물질 형상으로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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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 설계론을 진

화론과 함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의 단은 두 이

론 각각의 핵심을 포용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생명의 기

원과 변화를 더 잘 설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

뢰를 얻을 수 있는 더 진화된 이론이 나타날 때 가능할

것이다.

진화된 이론이란 진화론이 주장하는 빅뱅의 한 이

자 지 설계론이 주장하는 신이라는 우주 근원이 무엇

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체 인 정체와 그로부터 어

떻게 자연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생성의 원리가

함께 제시되는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우주 근원의

정체와 자연의 생성 원리 안에서 진화론과 지 설계론

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이론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 창조론에 근거한 지 설계론을 믿는

종교와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이 우주근원의 정체성과

자연의 생성 원리를 구체 으로 탐구하기 해 서로

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교와 과학이하나의 진리를 향

해 나아가는 융합의 과정으로 이 한 진화의 한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진화론과 지 설계론 사이에서 증명

이 불가능하고 타 의 여지가 없는 생명의 기원에 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의 생존에 직 련된 지구상의

생명체의 변화( 는 진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진화론과

지 설계론이 이론 으로 통합되어 연구되고교육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 의하면 상호 계

성과 변화가 핵심인 진화론[67]은 상호 계성이라는 지

능의 흔 을 통해 구조화된다는 지 설계론과 서로 다

르지 않다. 지 설계는 인과법칙 등과 같은 상호 계성

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곧 자연법칙이며

진화의 법칙이다. 진화란 유 자에 의한 ‘지 설계의 변

경’의 다른 표 이고 이런 에서 자연법칙도 변화한

다[64]. 다시 말해, 지 설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는가의 원리에 해당된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진화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부정

상들은 모두 진화의 결과들이다[1]. 컨 재 인

류는 속하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자연환경의 오염

괴 등의 자연환경의문제, 반목, 테러, 난민, 학살,

쟁 등의 사회 환경의 문제, 개인의 다양한 신체 질병,

우울증, 조 병, 싸이코 패스, 자폐증, 집착증, 도덕성 상

실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 등 매우 도 인 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진화론의 에서 볼 때 이런 상들은 인

간과 환경이 인과 상호 계성을 통해 구조화되어 나타

나고 있는 일련의 상으로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환경

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응하기 해 인간 유

자는 지 설계도를 변경하여 인간을 다시 변화시키는 순

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들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인류의 부정 인 상들은 지 설계

론자들이 말하는 신의 벌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환경 속에서 유 자[68]의지 설계가 변경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유 자의진화메커니즘, 즉인간

의 유 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설계도를 변

경하기에 인류의 부정 인 상들이 나타나는가에 한

상호 계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밝히고 그것을 교육할 때

이 문제들에 한 근본 인 해결책이나 방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론 교육은 보

다 더 실 인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67]. 재 학

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화론 교육이 생태학 맥락과

유리된 상태에서 과거에 일어난 과정만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67]. 더 요한 것은 재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장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과학 시간에

과거 진화의 증거와 내용에 해 공부하는 것도 요하

지만 주변의 생태 장을 방문하고 찰하여 그 특성은

무엇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형태로 진화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생태환경의 실상과 원리를 이해하려는

생태이해력(ecoliteracy)운동과 생태환경과 진화와의 인

과 계를 이해하려는 진화이해력(evoliteracy)운동,

그리고 생태-진화 통합교육 운동 등에 한 심을 구

하는 목소리들이커지고 있는것은[67] 바로 이런 맥락과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학교 교육은 주변의 환경으로 을 돌려 어

떤 환경이 유 자 진화를 유발하여 다양한 불행한 상

들을 래하는지, 즉, 지 설계의 변경의 원리를 탐구하

고 교육해야 한다. 한 학교 교육은 과거지향 인 진화

론 학습을 넘어 진화와 지 설계의 변화가 실제 일어나

고 있는 재의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찰과 체험을 통

해 건강한 생태 보존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해 행동

할 것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두 이론이 통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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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수 있는교육활동들을 확 해나감에따라 두

이론이 생명의 기원과 변화에 한 지식을 제공하는 한

편, 개인, 사회, 자연의 기를 극복하고 안 하고 평화롭

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인류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 을 이루는데 실질 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한편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지능

의 정의에 한 문헌과 원자, 분자, 행성 등 자연의 구조

화에 한 문헌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자

연의 구조화와 직 련된 문헌이 제한 이어서 본 연

구의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향후 인문과

학과 자연과학의 통합 연구를 통해 지능과 자연과의

련성을 실증 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의 개인 인류사회가 처한 시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인간과 자연이 어떤 상호 계성의 원리를 통해 어떻

게 변화해왔고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해가고있는지의 진

화 메커니즘을 밝히기 한 인문-자연 과학의 통합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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