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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출연자�성격분석�내향대나무�기질입니다.

�

내향대나무�기질의�사람들� :� 문성근,� 송승환,� 안철수,� 추성훈

�

�

내향대나무� -� 이론적인,� 독창적인,� 독립적인,� 회의적인,� 논리적인

지적인� 능력,� 명쾌한� 분석력,� 미래를� 예견하기� 좋아한다.

늘� 푸른� 대나무처럼� 굳센�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혼돈된� 것을� 논리� 정연하게� 정돈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있다.

외부의� 강압적� 권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며� 회의적인� 방응을� 보인다.

매� 순간� 논리적� 매듭을� 짓고자� 한다.

독립적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가가기� 힘들고� 잘난� 척�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한다.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찾는다.

현재를� 만족하지� 않으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려� 한다.

�

문성근� -� 영화배우

'그것이� 알고� 싶다'� 중후하면서도�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따지는� 일을� 잘� 소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격체를� 걸고�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고�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

�

�



송승환� -� 탤런트,� 영화배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다양한� 문화�상품들을� 접한� 것이� 충격이� 됨

한참� 인기� 절정의� 시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 미국으로� 유



학

브로드웨이를� 뛰어� 넘는� 공연을� 만들고� 전� 세계에� 한국� 뮤지컬을� 공연하는� 꿈을� 꾼다.

�

�



안철수� -� 벤처기업인,� 교수

의대교수� ->� 벤처기업인� ->�� 카이스트� 교수를� 거치면서� 내� 평생�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

하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나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대나무� 기질의� 특성이� 계속적인� 변화

와� 진화를� 거듭하게� 한다.

순수한� 웃음,� 온화한�카리스마,� 그러나� 웃는� 모습� 속에� 숨겨진� 그� 무엇,� 겉� 모습을� 보면�

국화기질� 같이� 보이지만,� 내향대나무� 기질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

하는� 조용한� 개혁가이자� 살인미소의� 소유자.�

�

�



추성훈� -� 이종격투기선수

일본유도� -� 부산시청유도� -� 일본유도� 국가대표� -� 이종격투기선수로� 전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사

나이

그리고� 대마도와� 부산�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다는� 다소� 자신의� 상황과� 거리가� 먼� 비전

을� 꿈꾸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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