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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출연자� 성격분석� 외향매화� 기질입니다.

�

외향매화� 기질의� 사람들� -� 양희은,� 이만기,� 이문세,� 인순이

�

외향매화� -� 관리하는,� 책임지는,� 추진하는,� 운영하는,� 지도하는

솔선수범해서� 성실하게� 실행한다.

자신이� 소속된� 가정이나� 조직에� 책임을� 다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주지시킨다.

조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외부환경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시간에� 민감하며� 계획했던� 시간� 안에� 꼭� 완수하기를� 원한다.

느린� 사람의� 일� 처리� 방식은� 상사라도� 못마땅하게� 여긴다.

느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다.

사람들� 앞에서� 일을� 주도하거나� 이끌어� 가는� 것을� 좋아한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에� 관심이� 많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한� 정보를�

원한다.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 한다.� 건강한� 조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

양희은�-� 가수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다.�생계를� 위해� 시작한� 노래가� 평생� 직업이� 되

었다.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책임감으로� 보낸� 20대��



인생은� 공짜가� 없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했다.

어투가� 힘이있고,� 명령적이다.� 하지만,�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억박지르는� 말투를� 가지고� 있지만,� 외향매화� 기질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



외향매화� 기질의� 부지런함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

�



이만기�-�교수,� 전� 씨름선수

자신이� 속한� 조직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자� 한다.

��



이문세� ��-� 가수,� 방송인

정성이�묻어나는� 잘� 준비된� 음악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젊은� 날� 매일� 반복적인� 일을� 12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



매화� 기질은� 진정으로� 그� 사람의� 편에서� 공감하기� 보다는� 정답,� 옳은� 말을� 하기� 쉽다.�

돈이� 없어� 공연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장� 건립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

�



인순이�-� 가수

예능� 프로그램에서�임기응변을� 발휘하기� 힘든� 매화� 기질의� 특성

정해진� 절차,�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은� 편하지만,�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예능� 프로

그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가족� 부양을� 위해� 20대� 초반� 용기를� 내어� 노래를� 시작했다.



새로운� 큰� 꿈을� 꾸기� 보다는� 지금까지� 이룬� 꿈들을�감사하고� 주어진� 현재를� 성실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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