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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출연자� 성격분석� 내향국화� 기질입니다.

�

내향국화� 기질의� 사람� :� 강수진,� 김영임,� 김건모,� 김국진,� 김홍신

내향국화� 기질� -�이상적인,� 공감하는,� 신비로운,� 의미추구하는,� 자비로운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필요를� 잘� 통찰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나무새’노래� 가사처럼� 실존에� 대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이� 믿는� 것이나� 믿는� 사람을� 위해� 과감히� 희생하는� 신념을� 보인다.

평소에� 부드러운� 심성과� 온화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적� 명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는� 불굴의� 의지를� 불태운다.

평생� 이상적� 꿈을� 꾸며� 공상과� 상상을� 즐긴다.

강수진� -� 내향국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고민



발레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그� 분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열심

히� 함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는� 내가� 되기�

원했다.



역할에� 빠져들면� 자신은� 없어지고� 완전히� 배역의� 인격체가� 된다.

유학을� 가기� 전날�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실감했을� 정도로� 현

실감각이� 떨어졌다.

만족된� 자기� 자신이� 되고자했던� 열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연습했다.

20세� 때� 스위스� 로잔콩쿠르� 동양인� 최초� 그랑프리

21세� 때�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연소� 동양인� 최초� 입단

1999년� 브누아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 수상

2007년� 캄머� 텐처린에� 아시아인� 최초로� 선정



김영임� -� 국악인

결혼� 전� 남편의� 애틋한� 사랑이� 그리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램

1997년� 한국방송대상� 개인부문� 국악인상

2003년� 국민화관� 훈장과� 대통령상� 수상

2009년� 제10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국악인� 최초� 런던�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공연

국악인� 최초� 밀리언셀러� 앨범� [회심곡]� 보유

�

�



김건모� -� 가수

내가�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다.

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순수한� 동심을� 가진� 사람

정상은� 내가� 없지만,� 인기� 없는� 지금은� 훨씬� 여유가� 있고� 편하다.� 지금이� 좋다.� 나는� 나

니까?

1993년� 영상음반� 대상� 골든디스크� 본상

1994-1996년� 3년� 연속� KBS� 가요� 대상

1994-1996년� 3년� 연속� 골든디스크� 대상

1995년� 3집� 앨범� 280만장� 단일앨범� 한국기네스북� 기록

2001년� 16회� 골든디스크� 본상



김국진� -� MC,� 개그맨

내가� 나를� 괴롭혀� 힘들다.

내� 인생이� 고독하다.�그리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1998년� MBC� 방송연예대상

2009년� SBS� 연예대상� 프로듀서� TV스타상



김홍신� -� 소설가,� 교수

560만부�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을� 뛰어� 넘는� 불후의� 명작을� 꼭� 남기고� 싶다.

‘인간시장’� 출판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경제적� 마인드가� 없어� 투자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기간� 동안� 당론보다� 자신의� 진실된� 신념을� 따라� 의정활동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