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생명체에 나타난 설계증거

우리는 생명체들 속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그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의 증

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명체의 놀라운 기능과 모습들을 현대과학이 모방하여(생체모방공

학)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한 수학적 설계의 증거들에 관

하여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한다.

① 소리에서 빛으로, 딱총새우와 반딧불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물질 같지만 빛의 스펙트럼을 분해하여

보면 파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visible lights)은 400-800nm의 중파장이다. 그 이상을 적외선이라 하고 적외선보다 더 긴

파장을 전파라 한다. 반대로,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자외선이라 하는 데 일반적으로 몸

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자외선보다 더 짧은 단파

장을 X선이라 하여 신체내부의 사진촬영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빛은 전

자파로 불리는,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형태이다.

이 전자파 에너지는 저 멀리 떨어진 물체와 행성 등의 물질의 비밀을 알

게 해주는 신호이다. 첫날의 작품인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피조

세계를 인간이 알 수 있게 하는 지식의 습득과 전달의 매체이자 질서 그

자체이다. 또한 이 빛은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源)이

기도 하다.1) 에너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이

다. 수소폭탄이 폭발할 때 거의 모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뀌지만 적은 양의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된다. 반대로 원자파괴장치(Cyclotron)라는 매우 강력한 장치가 있으면 에너지

를 물질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 진공상태에 빛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공간에 입자와 반입

자와 같은 물질이 생성된다.

동물 중에도 소리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빛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동물이 딱총새우(Snapping shrimp) 또는 장풍새우로 불

리 우는 새우로 이 동물은 한쪽 팔에서 공기방울과 함께 빛이 생

성된다.2) 대개 물고기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이 특이한 능력은 공기

방울의 소리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경우이다.3) 이러한 현상을 전

문용어로 음파발광[Sonoluminescence=sono(소리)+luminescence(빛)]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음파에 의해 물 속의 기포가 강하게 안으로 폭발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

이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공태양이라든지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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