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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출연자� 성격분석� 내향매화� 기질입니다.

�

내향매화� 기질에� 속하는� 사람� :� 이봉주,� 이종범,� 허영만

�

내향매화� 기질� -�보호하는,� 헌신하는,� 꼼꼼한,� 인내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내향매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세상의� 소금

과� 같은� 사람들이다.

매화가� 차가운� 겨울� 한파를� 이기고�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기질의� 사람들은�

인내와� 끈기로� 어려움을� 참아� 낸다.� 매화는� 봄을� 알리는� 꽃,� 새벽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

져� 있듯이� 내향� 매화기질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용하지만,� 현실적�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며� 꼼꼼하게� 정보를� 검토한� 후에� 일하

는� 스타일이다.� 정보가� 부족한� 일은� 쉽게� 시작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한� 이후에� 일에� 뛰어든다.�

내향매화의� 말은� 화려하지� 않다.� 화려한� 미사어구� 보다는�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가족이나� 조직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염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위험요소에� 대비하려� 한다.

이들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며,�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집중력이� 뛰어나

며� 번잡스럽지� 않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이들은� 따로� 관

리하거나� 체크�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이봉주� -� 전� 마라톤� 선수



마라톤이� 힘든� 운동이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실� 때문에� 고민이다.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경기이므로�묵묵히�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아지기

를� 바란다.�

2001년� 보스톤� 마라톤� 1위

짝발,� 평발의� 악조건을� 연습으로� 극복했다.�

신혼여행� 중에도� 습관을� 따라� 아침에� 마라톤� 연습을� 했다.�

황영조� 선수가� 타고난� �선수라면� 이봉주� 선수는�노력에� 의해� 성과를� 이룬� 선수다.

꾸준한� 연습을� 반복해서� 성과를� 이루는� 내향매화� 기질의� 성실함을� 볼� 수� 있다.�

1991년� 전국체전� 1위

1992년� 도쿄하프마라톤� 한국신기록� 달성

1993년� 전국체전� 1위

1993년� 호놀룰루� 국제마라톤� 1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1996년� 후쿠오카� 마라톤� 1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1위

2007년� 서울� 국제마라톤� 1위

�



이종범� -� 야구선수

41세의� 나이지만� 앞으로� 선수생활을� 더� 하고� 싶어서� 고민� � 나이가� 들었지만,� 끈기와�

인내로� 자신을� 단련하고� 좋은� 기량을� 꾸준히� 나타내는� 선수이다.�

저녁9시부터� 새벽4시까지�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스윙� 연습을� 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후배� 선수들에게� 성실한� 모범을� 보이는� 선수이다.

이좀범� 선수의� 타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훈련의� 결과이다.

새벽� 4시까지�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하는� 끈기와� 인내가� 그를� 있게� 하였다.�



1994년� 단일시즌� 최다안타,� 최다도루� 3할9푼3리� 기록

1997년� MVP

1994,� 1996,� 1997년� 유격수� 부문� 골든� 글로브� 수상

1996,� 1997년� 해태�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

2009년� 기아�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

�

허영만� -� 만화가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 � 현실적이고� 소소한� 고민을� 이야기� 한다.�



새벽� 5:30분에� 출근해� 철저한� 스케줄을� 따라� 하루를� 산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기질이다.�

정해진� 시간에� 하지� 않으면� 기분이� 찝찝한�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자료� 정리를� 하고,� 메모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가스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꼼꼼한� 내향매화� 기질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 ‘식객:김치전쟁,� 식객,� 타자,� 날아라� 슈퍼보드,� 비트의� 원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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