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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g Bang discovered!

빅뱅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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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models of the universe in Big Bang cosmology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모형

⚫Open 3-saddle

열린 우주1(곡률<0)

⚫Open 3-flat

열린 우주2(곡률=0)

⚫Closed 3-sphere

닫힌 우주(곡률>0)

⚫All begin at “t=0”

모두 “t=0”에서 시작



All three Big Bang models: 

세 가지 빅뱅 모형 모두:

t=0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우주의 시작!

(singularity theorems: Hawking, Penrose)

특이점 정리: 호킹, 펜로즈

“The greatest paradox on the books of 

physics!” (J. A. Wheeler)

“물리학 책에서 가장 큰 역설!” (J. A. 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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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in theology and science:
신학과 과학에서의 t=0:

3 responses

세 가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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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in theology and science 신학과 과학에서의 t=0

 1. Directly relevant to theology: 

신학에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견해:

t=0 supports belief in God the Creator

t=0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지한다는 견해

⚫ Pope Pius XII

⚫ Ted Peters

t=0: Get rid of it!

t=0: 없애버려라!

⚫ Frey Hoyle: “steady state cosmology”

“정상상태 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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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in theology and science 신학과 과학에서의 t=0

 2.Completely irrelevant to theology:

신학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

What counts is the dynamic and open character 
of the universe, that the universe is compatible 
with the biological evolution of life, sentience, 
and self-consciousness, and not merely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를 생명,
지각력, 자의식의 생물학적 진화와 양립가능하게 해주는
우주의 열린 성격이다.

⚫ Arthur Peacocke

⚫ John Polkingh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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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in theology and science 신학과 과학에서의 t=0

 3.  Indirectly relevant to theology:

신학에 간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견해

⚫ science provides confirmation for theology 
but not proof

과학은 신학에 증명이 아닌 확신을 제공

⚫ science and theology are “consonant” 
(theology of nature)

신학과 과학은 ”협화음” (자연의 신학)

 Ian Barbour

 Ernan McMullin

 Bob Russell

 Hyung-Joo Lee

 Francis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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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g Bang and 

the “Anthropic Principle”

빅뱅과 “인류 원리”
◼ Why are the sizes of the 

physical constants just right for 
life to evolve in the universe?
왜 물리상수 값들이 우주 속
생명 진화에 적합한가?
⚫ c (speed of light) 빛의 속도

⚫ h (Planck’s constant) 플랑크 상수

⚫ e/m (charge to mass ratio of an 
electron) 전자의 전하 질량 비율

⚫ etc…. 기타

◼ “Fine-tuning” 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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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plains cosmic ‘fine-tuning’: 

God (“Anthropic Principle”)or ‘many worlds’ ?

‘미세조정’ 설명: 신(“인류원리”)이냐 ‘다중세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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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Anthropic Principle

인류 원리의 신학적 함의

⚫ The AP is not primarily a design argument for God 

인류원리의 주요점은 하나님에 대한 설계 논증이 아니다.

⚫ faith in God is not based on science, though theology may be partially 
confirmed by science

과학이 부분적으로 신학을 확인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학에 기반 X

⚫ Life is ‘at home’ in this universe 생명은 이 우주 속에 ‘자리하고 있다’.
⚫ Dyson, Davies vs. Weinberg, Dawkins, Monod

⚫ ‘good-bye’ to cosmic meaninglessness! 우주적 무의미성에 ‘작별인사’

⚫ Quantum mechanics helps make 양자역학이…

biological evolution possible 생명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 Importance of the size of Planck’s constant 플랑크 상수 값을 중요하게.

⚫ And in turn – robust theistic evolution! 그리고 유신 진화를 견고하게!

⚫ The transition, in the very early (Planck) universe, from a ‘Hawking’ timeless 
form to a ‘Einstein’ temporal form, is another crucial place where God creates 
the universe ex nihilo and continuously in time.  Robert Russell and Hyung-Joo 
Lee have made similar points in recent work.

초기 플랑크 우주에서 ‘호킹’의 무시간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간으로의 전이는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와 연속 창조에 중요한 장소가 된다. 발표자와
이형주는 최근에 이를 논증하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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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ar: Physics and a cosmology 

with fine-tuning make the biological 

evolution of life in the universe 

possible. 

지금까지: 물리학과 미세조정을 가진
우주론이 우주에 생명 진화를 가능케 함

• Next: neo-Darwinian biological 

evolution as appropriated by 

Christian creation theology.

다음: 신다윈주의 생명 진화

3. Creation and evolution 창조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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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ation and evolution 창조와 진화

• Creation and evolution: conflict? 갈등?

– Richard Dawkins: a reason for atheism 무신론
• Response: science, yes; scientism, no 과학 Yes, 과학주의 No

– Scientific creationism: 6-day account 6일 창조
• Response: Genesis does not teach us science 창세기는과학 X

– Intelligent Design: put “God” into Darwinism

지적 설계: “하나님”을 다윈주의로
• Response: No: science is based on methodological naturalism 

(events in nature are due to natural causes)

No: 과학은방법론적자연주의에기반 (자연 속 사건은인과율)

• Creation and evolution: independence? 독립?

– Stephen J. Gould: NOMA “겹치지않는 교도권”

• Response: No: Creative mutual interaction (CMI) allows for 

mutual input while keeping science and religion separate

No: CMI는 상호 입력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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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Integrate biological evolution into Christian 
theology as a “theology of nature.”

해법: 생명 진화를 “자연의신학”으로서기독교신학에통합
• → Theistic evolution: Evolution is how God creates the 

diversity of living species

유신진화: 진화는하나님께서종의 다양성을창조하는방법

Supporters include: 이를 지지하는신학자들
• Pope John Paul II

• Ian Barbour

• Teilhard de Chardin

• Denis Edwards

• John Haught

• Elizabeth A. Johnson

• Ernan McMullin

• Jürgen Moltmann

• Nancey Murphy

• Wolfhart Pannenberg

• Arthur Peacocke

• Ted Peters & Martinez Hewlett

• Karl Rahner

3. Creation and evolution 창조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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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hur Peacocke (1979); Templeton Prize 2001.

아서 피콕 (1979); 템플턴 상 2001.

• God acts through chance and law (continuous creation).

하나님은우연과법칙을통해 행위하신다 (연속 창조).

• God created the universe ex nihilo to have exactly this 

combination of chance and law that make continuous 

creation in time possible.  

• 하나님은우주를무로부터창조하셔서우연과법칙의조합을갖게
하셨는데, 이것이시간 속에서의연속 창조를가능케한다.

3. Creation and evolution 창조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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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o act does God intervene in nature?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간섭해야 하나?

– Does God’s action in evolution break, 
violate, or suspend the laws of 
nature?
진화 속 하나님의 행위가 자연법칙을
붕괴시키거나 중단시키는가?

• poor theology: these laws reflect God’s 
ongoing action
약한 신학: 자연법칙이하나님의계속되는행위를반영

• poor science:  undermines the power of 
predictions
약한 과학: 예측의힘을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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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e Action in Nature: A “forced option”
자연 속 신 행위: “강제된 선택”

◼ Conservatives: objective
보수: 객관적
interventionist divine action: Every act 
is a ‘miracle’
하나님의 간섭적 행위: 모든 행위가 ‘기적’

◼ Liberals: non-interventionist
진보: 비간섭적
subjective divine action: Divine acts are 
merely interpretations of the ordinary 
events in nature.
하나님의 주관적 행위: 신적 행위는 자연 속
일상 사건에 대한 단순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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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need is “NIODA”
우리에게 필요한 건 “NIODA”

• “Non-interventionist objective divine 

action” (NIODA)

“비간섭적 객관적 신적 행위”(NIODA)

• Combines the advantages of both 

parts of the option.

선택지 둘 다의 이점을 결합

• One of the goals of the Vatican 

Observatory / CTNS series 1990-2003

바티칸 천문대/CTNS 시리즈의 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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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신적 행위)

Det(결정론) Indet(비결정론)

Sub(주관) Obj(객관) Sub(주관) Obj(객관)

NI(비간섭) I(간섭) NI(비간섭) I(간섭) NI(비간섭)

Lib(진보) Cons(보수) NI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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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DA

• Quantum mechanics (QM): Good news!

양자역학 (QM): 좋은 소식!

– QM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ontological 

indeterminism (Copenhagen / Heisenberg interpretation)

존재론적 비결정론으로 해석 가능 (코펜하겐/하이젠베르그)

– QM-NIODA can be extended to support theistic evolution:

QM-NIODA는 유신 진화 지지를 위해 확장 가능
• QM underlies key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genetic mutation

which are essential to neo-Darwinian evolution.

QM은 신다윈주의 진화에 필수적인 유전 변이 같은 생물학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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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DA

• QM-NIODA → robust theistic evolution:
QM-NIODA →탄탄한 유신 진화

– What science discovers as chance in 
evolution (genetic mutation)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ontological 
indeterminism.  These events are the results 
of God’s special action.
과학이 유전 변이에서 우연으로 발견한 것이 존재론적
비결정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특별 행위의 결과다.

– Evolution is how God creates the diversity of 
living species without miracles / intervention.
진화는 하나님이 기적/간섭 없이 생물 종의 분화를
창조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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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DA via QM 양자역학을통한 NIODA

◼ God really does act within evolution
하나님은진화속에서일하신다.

◼ God’s special action is ‘hidden’ from science: 
science only discovers chance events
하나님의특별행위는과학으로부터 ‘가려진다’: 과학은
우연사건들을발견하기만한다.

◼ No need for an interventionist theology of DA attempting 
to introduce a design agent along with variation and natural 
selection into biology (e.g., Intelligent Design)
지적설계와같이생물학에변이와자연선택에설계자를
도입하려하는신적행위에대한간섭의신학이필요없다.

◼ Monod finally defeated: Precisely what he claims 
as the ‘blindness’ of evolution which precludes 
God’s action is in fact the result of God’s action!
하나님행위를불가능하게하는 ‘눈먼’ 진화가사실상
하나님행위의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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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ffering in Nature (“natural evil”)
자연 속 고통 (“자연 악”)

◼ Biology: suffering, disease, death, extinction are constitutive 
of life
생물학: 고통, 질병, 죽음, 멸종이 생명을 구성

◼ Physics: asteroid impact, tsunamis, earthquakes, floods help 
make life possible
물리학: 소행성 충돌, 쓰나미, 지진, 홍수가 생명을 가능케

Ichneumon wasp (맵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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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Explanations (두 가지 설명)

◼Biblical account (성경적 설명): 

– All is created good by God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

– The Fall: suffering and death for humankind are a
consequence of the Fall
타락: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타락의 결과

– Leads to suffering and death in nature, too
자연 속 고통과 죽음을 초래

◼Evolutionary account (진화적 설명):

– ‘Natural evil’ --- pain, suffering, disease, death, extinction 
--- are constitutive of life, part of the biological processes 
that vastly preceded the human species
‘자연 악’이 생명을 구성하며, 인간 종에 선행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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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Evil” → “Natural Theodicy”
“자연 악” → “자연 신정론”

◼ If God creates the diversity of life on earth 
through the processes of nature (“theistic 
evolution”), what is God’s relation to such 
extensive, horrific suffering in nature?

만약 하나님이 자연 과정 (“유신 진화”)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을 창조하신다면 자연 속의 끔찍한
고통에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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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ical response: Cross and Redemption
신학적 반응: 십자가와 구속

◼ God suffers with all creatures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통하신다.
– Kenosis (크노시스)

▪ Barbour, Polkinghorne, Peacocke

◼ God redeems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신다:

– objective and subjective immortality 객관적, 주관적 불멸
▪ Barbour 

– visio dei (Dante’s Paradise) 하나님 봄 (단테의 낙원)
▪ Peacocke 

– an eschatology of new creation 새 창조의 종말론
▪ Polkinghorne,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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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ical response: Cross and Redemption
신학적 반응: 십자가와 구속

◼ God suffers with all creatures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통하신다.
– Kenosis (크노시스)

▪ Barbour, Polkinghorne, Peacocke
▪ No challenge from science 과학으로부터 도전 X

◼ God redeems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신다:

– objective and subjective immortality 객관적, 주관적 불멸
▪ Barbour -- No challenge from science 과학으로부터 도전 X

– visio dei (Dante’s Paradise) 하나님 봄 (단테의 낙원)
▪ Peacocke -- No challenge from science 과학으로부터 도전 X

– an eschatology of new creation 새 창조의 종말론
▪ Polkinghorne, Russell -- Huge challenge from science! 

과학으로부터 심각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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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chatology and Cosmology
종말론과 우주론

Eschatology: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종말론: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 Resurrection of Jesus: not resuscitation, not immortal 

soul, but bodily resurrection (empty tomb)
예수의 부활: 소생 X, 불멸의 영혼 X, 육체의 부활(빈 무덤)

◼ Resurrection of Jesus: requires the general 

resurrection at the end of the age (1 Cor. 15)
예수의 부활: 종말에 일반적 부활을 필요 (고전 15장)

◼ Implication: God will transform the present creation 

into the eschatological new creation
함의: 하나님은 현재의 창조를 종말론적 새 창조로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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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atology and Cosmology
종말론과 우주론

The challenge of cosmology: The far 
future of the universe is “freeze or fry”
우주론의 도전: 우주의 미래는 “얼음 또는 튀김”

◼Open 3-saddle (열린 우주1)

Freeze (얼음)

◼Open 3-flat (열린 우주2)

Freeze (얼음)

◼Closed 3-sphere (닫힌 우주)

Fry (튀김)



Meeting the challenge: Reject a specific 

philosophical assumption about science
도전에 직면: 과학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가정 거부

The challenge is not actually from science but 

from a philosophical assumption we bring to 

science:
도전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 가져온 철학적 가정에서 온다.

◼the future will be what science predicts

미래는 과학이 예측하는 대로 될 것이다.

◼cf. Hume, Rudolf Bultmann, John Dominic Crosson and 

the Jesus Seminar



Instead let’s assume that the regularities of 
nature which science describes are ultimately 
due to the regular and faithful action of God as 
ongoing Creator.
대신 과학이 기술하는 자연의 규칙성이 계속적 창조주인

하나님의 규칙적이고 미쁘신 행위 때문이라고 가정하자.

If God chooses to act in a new way, then the 
future will not be what science predicts!
만약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미래는 과학이 예측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God acted in a new way at Easter and 
promises to continue to do so.
하나님은 부활절에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셨고 그렇게

계속할 것을 약속하신다.

Then the ‘freeze’ or ‘fry’ predictions for the
cosmological future will not happen.
그러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얼음’이나 ‘튀김’ 예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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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next?
다음은?

How do we continue the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given the assumption about 

a future new creation that rises out of the present 

creation and gives all creatures eternal life?
현 창조로부터 모든 피조물에 영생을 주는 미래의
새 창조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계속할 것인가?

◼ Perhaps the most challenging, and crucial, 

issue on the frontier of theology and science…
아마도 신학과 과학의 경계에서의 가장 도전적이고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



CTNS:

A dream worth loving 사랑할 가치가 있는 꿈

A reality worth building 세울 가치가 있는 실재

Join the adventure … 함께 해요 …

www.ct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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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