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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와 뇌

나    운   영

   

    나는 두뇌頭腦란 글자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무엇이나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두頭가 좋은 사

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사람은 뇌腦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는 기억력을 

말하고, 뇌는 사고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6 직후엔가 객관식 입학시험을 치르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연필을 굴려서 합격된 사람이 더러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고력, 이해력만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주관식 출제는 객관식 보다는 기억력을 주로 테스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지 못하면 절대로 답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출제에 있어서 주관식과 객관식을 놓고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주관식은 두에 중점을 둔 것이고 객관식은 뇌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두와 뇌가 모두 좋은 사람은 없고 두는 좋으나 뇌가 나쁜 

사람, 반대로 뇌는 좋으나 두가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내 나름대로 두와 뇌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만 같다.     

    학창 시절에 시험 전날 밤새워 외운 것은 시험을 치르고 교실을 나오기가 무섭게 깨끗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록 학업성적은 좋게 나오지만 졸업한 뒤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은 두는 좋지만 혹시 뇌

가 나쁜 탓이 아닌가 생각하며 반대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던 사람은 설사 자기가 공부한 것이 나오지 않아 학

업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사람을 흔히 볼 때 이런 사람은 두는 나쁘지만 뇌가 

좋은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식과 객관식을 섞어서 출제해야만 학생의 두와 뇌를 골고루 테

스트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여기서 두 가지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한국신학대학 학장이며 서울성남교회 초대 취임 목사였던 故 송창

근 박사님은 그 많은 교인의 이름과 얼굴을 모조리 외우셨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셨으니 그 두가 너무나도 좋은데는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예는 나의 경우인데 5.6년 전 중 ・ 고등 교사를 위한 하기강습회가 열렸을 때 나는 매일 7시간씩 3

일간의 집중 강의를 강행했는데 이때 강의 노트는 커녕 종이 한 장 가진 것 없이 교실에 들어가 21시간의 강의

를 무난히 해치웠다. 그랬더니 좀 엉뚱한 소문이 퍼졌다. 즉 나를 두고 천재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소문을 알

아차리고 마지막 시간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다시 말해서 두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직장의 전화번호조차 기억 못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 될 

것입니다. 나는 기억력은 없지만, 천만다행으로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

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뇌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은근슬쩍 내 자랑을 늘어놓은 것처럼 되고 말았지만,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

는 두가 보다 좋은 사람과, 뇌가 보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감 나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서는 공평하셔서 두가 좋은 사람에게는 뇌가 덜 좋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들 자신이 둘 중에 무엇에 해당되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대성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해마다 우리는 입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때마다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그 한편에 치우치는 출제 방법에 

대하여 항상 회의를 갖는다. 차라리 8・15전 일본에 있는 동경 문리학교처럼 시험 없이 일단 모두 입학시킨 다음

에 학기마다 엄격한 시험을 치러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 마지막 학기까지 남은 자만이 졸업의 영광을 차지

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입시제도는 잘해서 붙는 학생 사이에 잘못



해서 붙은 학생이 섞여 옥석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 치르는 그 날 운수에 좌우되는 시험, 두만 좋은 사람이 절대

적으로 유리한 이 시험제도에 크나큰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회는 두보다는 뇌가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