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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래의 시발점이 되

는 결혼이지만, 서로 다른 성

장 환경을 거쳐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평생

을 함께할‘동반자’를 선택

하기란 쉽지 않다.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만으로 시작

하는 결혼은 불행으로 치닫

는‘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이 사람

이 진정 내 결혼 상대가 맞나?”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남성들이“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하고 말겠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5가지 특징을‘인사이트’가 

소개했다. 

1. 경제 감각이 있다

남자는 경제 감각을 가진 여자에게 더욱 끌리는 성향

이 있다. 요즘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만으로는 한계

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개인연금 등 재테크를 잘하는 여

성이라면 금상첨화이다. 결혼하면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비, 노후자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

에 경제 감각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

2. 낭비나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남자들은 보통 화장을 잘하고 세련된 여자를 좋아하

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자기 아내가 화장품이나 옷

에 많은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많지 않다. 대

부분의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낭비나 사치를 하지 않

기를 바란다.

만약 여자 친구가 패션이나 인테리어에 과도한 지출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만 고집한다면 결혼할 상대는 아니

라고 생각할 것이다.

3.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남자들은 하루 세끼를 잘 챙겨 먹고 충분히 잠을 자며, 

깔끔한 집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여성을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일이 바빠 자주 식사를 거르고, 수면 시간도 2~4시간

뿐인 여성은 아무리 예쁘고 성격이 좋아도 막상 결혼을 

바라보긴 조금 힘들다. 게다가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

거나, 게으른 여성은 남자들의 기피 대상 1호이다.

또한, 남자들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하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현실적인 문제들을 등한시하는 여성도 결

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다

남자들은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결혼생활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일에 너

무 낙담하지 않고, 기쁜 일에도 너무 들뜨지 않는 여성

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5. 지혜롭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결혼 상대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은‘지혜로운’여성이

다. 아내와 남편이 항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의 불만을 참지 말고 털어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때때로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

문에 말의 내용과 말투를 고려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남성들은 평소 자신의 불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혜

롭게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성이라면 결혼 

상대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이 결혼 상대 1순위로 꼽는 여자들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