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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타인의�내적�성장에�관심이�많은�국화�기질

운장� 관우는� 유비� 현덕을� 만나� 도원결의를� 맺기� 전� 후학을� 가르치는� 훈장� 있었다.� 나라

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에� 자신을� 투자했다.� 장비가� 유비를� 소

개시키려할� 때� 관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도원결의� 후� 의용군을� 모집할� 때� 쓴� 관우

의� 견문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할� 정도로� 뛰어난� 문장력을� 발휘한다.� 국화기질은�

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설득력을�발휘는�기질의�사람들이다.�

겸손하고�조용한�실력자�내향국화

동탁을� 대항하기� 위해� 17개국� 연합군이� 모였을� 때� 동탁의� 장수� 하웅에게� 연합군의� 여

러� 장수들을� 죽었다.� 그� 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관우가� 하웅을� 제거하겠다고� 나셨다.�

원술을� 관우를� 꾸짖었지만,� 실력을� 중요시� 여기는� 조조는� 관우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하지만,� 관우는� 술이� 식기전에� 하웅의� 목을� 가져오겠다는� 멋있는� 말을� 하고� 술이� 식기

전에�하웅의�목을�베어�왔다.

신념에�관련된�일을�할� 때� 용기를�열정을�발휘하는�내향국화

유비의�생사를� 모르고� 형수들을�보호하기� 위해� 조조� 휘하에� 있을� 때� 알량이라는�원소의�

장수� 앞에� 많은� 명장들이� 죽임을� 당한다.� 알량을� 제거할� 방법으로� 조조는� 관우를� 전쟁

터로� 불러들인다.� 알량이� 싸우는� 모습을� 본� 관우는� 평소와는� 다르게� 허풍에� 가까운� 자

신감을� 보인다.� 조조가� 보기에� 관우의� 그런� 모습이� 의외였다.� 관우에게� 평소� 모습과� 다



르다고� 하자� 관우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하죠.�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내향� 국화� 기질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자신의� 평소에는�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열정은� 그들의� 신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불같이� 때로는� 폭풍우� 같은� 힘을� 발휘한다.�

관우는� 원소의� 명장� 알량과� 문축을� 단칼에� 죽인다.� 그리고� 원소의� 군대를� 무풍지대의�

풀을�베듯이�쓰러뜨린다.� � �

내향국화는� 신념에� 살고� 신념에� 죽는� 사람들이다.� 내향국화� 기질� 중에� 자신의� 신념을�

위해� 순교를� 마디하지� 않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유비의� 생사를� 몰랐던� 관우는� 형수들

을� 보호하기� 위해� 조조에게� 조건부로� 항복했다.� 형수들을� 잘� 보호해� 줄� 것과� 유비가� 있

는� 곳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우는� 조조와� 원소가� 싸울� 때�

원소의� 장수들을� 죽이는� 일로� 유비에게� 알려지게� 되고,� 유비는� 관우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유비의� 편지를� 받은� 관우는� 조조의� 온갖� 환대를� 뒤로하고� 유비와� 맺은� 도원결의

를�지키기�위해�죽음을�각오한�오관돌파(다섯개의�관문을�통과)를�감행한다.�

마음을�정하면�따뜻한�태도는�사라지고�도도해지는�내향국화�

내향국화� 기질의� 사람들에게서� 종종� 도도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관우는� 전쟁터에서� 도

도했고,� 조조를�떠날�때도�도도했다.� 관우는�유비가�있는�화북�땅으로�두� 형수를�모시고�

떠나자� 조조는� 관우를� 뒤� 쫒아가� 배웅했다.� 그리고� 이별의� 선물로� 비단옷을� 건넸다.� 그�

때� 관우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칼을� 내밀어� 비단옷을� 받았다.� 그� 자세가� 너무도� 도도하

고� 오만하여� 조조의� 부하들이� 분노했다.� 특별히,� 그들이� 신념에� 붙잡혔을� 때의� 모습은�

도도함을� 넘어� 오만한� 태도를� 종종� 보인다.� 그들을� 사로잡은� 신념이� 너무도� 강하여� 다

른� 사람들과�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상실하여� 예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

다.



결정적인�순간에�정에�끌리는�내향국화

제갈량의� 명령에� 따라� 관우는�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돌아가는� 길목인� 하용도에� 매

복해� 있었다.� 하용도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제갈량은� 허허실실(虛虛實實)� 작전을� 사

용하여� 관우가� 매복해� 있는� 곳에� 고의적으로� 연기를� 피우게� 했다.� 조조는� 연기가� 나는�

곳의� 반대에� 진짜� 매복� 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기가� 나는� 곳으로� 도망을� 하였다.� �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관우에게� 잡히게� 된다.� 식자우환(識字憂患),� 즉� 조조의� 많은� 지식

이�도리어�함정에�빠지게�만들었다.�

조조는� 관우에게� 꿇어� 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관우는� 제갈량에게� 조조를� 죽이겠다

고� 다짐했지만,� 결국� 정에� 약한� 관우는� 조조의� 처절한� 애원에� 그를� 살려주었다.� 내향국

화� 기질이�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관

우가� 전쟁� 중에� 조조를� 만났다면� 그를�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기력한� 조조를� 죽이는�

것은� 그의� 신념이� 부합되지� 못했다.� 관우는� 조조� 대신� 자신의� 목을� 내어� 놓을� 형편임에

도�불구하고�현실�지각이�약한�이상주의자였다.�

적벽대전� 이후� 형주를� 함락한� 이후� 제갈량은� 장사성을� 함락하는데� 관우를� 선봉에� 세운

다.� 장사성의�최고장수�노장�황충이�관우와�싸우게�된다.� 싸움이�한� 시간을�넘기자�장사

태수� 한현은� 황충을� 퇴각시킨다.� 퇴각� 징이� 울리자� 황충은� 말을� 돌렸다.� 하지만,� 말이�

돌면서� 황충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무방비� 상태가� 된� 황충을� 관우는� 죽이지� 않는

다.� 내일� 다시�정정당당하게�싸우자고�말한다.� 다음날�명궁이었던�황충은�싸우다� 도망하

는� 척� 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관우를� 향해� 활을� 쏘았다.� 몸을� 향해� 쏘지� 않고� 고의적

으로� 투구끈을� 맞추었다.� 그리고� 황충은� ‘어제� 진� 빚은� 이것으로� 갚았다’� 외쳤다.� 하지

만,� 이� 싸움을� 본� 장사태수� 한현은� 관우와� 황충이� 서로� 살려주는� 것을� 보고� 황충이� 적

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이려� 한다.� 이것을� 보고� 위헌이� 한현을� 죽이고� 황충을�

살린다.� 하지만,� 내향대나무� 기질인� 제갈량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다시� 배신한다는�



의미로�위헌을�죽이려�한다.� 유비의�만류로�위헌을�죽이지는�않는다.�

위험한�줄�알면서도�사람을�믿는�내향국화

유비와�함께� 촉나라� 정벌에� 나섰던� 방통이� 낙봉파에서�죽게되자�위험에� 처한� 유비를� 구

하기� 위해� 제갈량은� 장비와� 조자룡을� 선두에� 세우고� 촉나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형

주는� 관우에게� 맡긴다.� 제갈량은� 형주를� 책임지는� 관우에게� 조조와� 오나라� 손권이� 동시

에� 침범하면� 북거조조(北拒曹操)동화손권(東和孫權),� 즉� 북의� 조조와� 맞서� 싸우고� 손권

과는�친하게�진해라고�당부했다.

손권은� 유비가� 촉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을� 듣고� 촉나라를� 정복하면� 형주를� 오나라에� 돌

려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신하들을� 형주로� 보냈지만,� 신하들은� 형주의�

관우에게�쫓겨�왔다.� 신의를�발견하지�못하자�손권의�부하인�노숙은�한을�품게�된다.� 그

리고� 노숙은� 형주를� 책임지고� 있는� 관우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노숙은� 임강정� 주변

에� 도끼를� 든� 500명의� 군사를� 매복시켜놓고�관우를� 초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주

의자� 내향국화� 기질인� 관우는� 주창이라는� 부하� 한� 명만을� 대동하고� 임강정에� 온다.� 술

자리가� 무르익자�노숙은� 술잔을� 들고� 신호를� 보내려� 하는데� 관우가� 노숙을� 끌어안고�춤

을�추기�시작했다.� 춤을�추면서�배에�올라타�사라지고�말았다.�

부하�관리�능력에�냉철하지�못한�내향국화

오나라의� 요청을� 받고� 형주로� 진격해� 온� 조조의� 동생� 조인과의�싸움에서� 관우는� 연승을�

올리고� 있었다.� 관우는� 형주를� 비워두고� 계속� 진격해� 나가� 조인이� 있는� 본성을� 포위했

다.� 하지만,� 부하�왕복은�형주를�비운�사이�오나라�군대가�형주를�진격하면�형주를�빼앗

길� 수� 밖는� 없는� 상황을� 걱정했다.� 그� 대책으로� 오나라가� 공격해오는� 길목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형주를� 방어하기� 위

해� 여러� 길목에� 봉화대를� 설치했다.� 그� 책임자로� 미방과� 부사인을� 임명한다.� 왕복은� 미

방과� 부사인이� 미듭지� 못하다는� 조언을� 했지만,� 내향국화� 기질인� 관우는� 한� 번� 임명한�

사람을�맹목적으로�믿으려고�했다.� 그리하여�미방과�부사인을�봉화책임자로�임명한다.�

오나라의� 여몽장군은� 관우가� 봉화대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봉화대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계시한다.� 부사인은� 쉽게� 항복해�버렸고,� 다른� 봉화대들도�근무태반으로�쉽게� 점령을� 당

하게�된다.� 그리하여�형주는� 오나라에�정복당하고�만다.� 결국� 관우는� 오나라�여몽장군과

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맥성에서� 지원군을� 요청하지만,� 유봉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

다.� 포위망을�뚫기�위해�시도했지만�실패하고�생포되어�결국�생을�마감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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