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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가 연락을 해 오면 

기분이 어떨까? 아님 헤어진 후 

연락 한 번 없다면 또 어떤 기분

이 들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

는 것은 헤어진 것을 후회하거나 

또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궁금

증 또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 아

님, 너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알

리고 싶은 쪼잔함, 위로 받고 싶

은 마음, 외로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들 중 78%의 커플이 다

시 같은 사람과의 재회를 이룬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전

보다 더 잘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은 단 3%뿐이다. 

다시 재회를 했지만 서로 노력하지 않으니 같은 이유로 

싸우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는 여성들

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인터넷매체‘인사이트’가 많은 

남성들이 공감한 헤어진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경우를 소

개했다. 만약 전 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다

면 당신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1. 첫사랑

말이 필요 없는 조건이다. 첫사랑의 기준이 어떻든 간

에 남성 자신이 정의 내린 첫사랑의 기준에 속한다면 잊

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자들한테는 첫사랑이 가지는 의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별로 예쁘지 않고 몸매가 그저 그런 평

범한 여성일지라도 첫사랑의 대상이라면 그 자체만으

로도 엄청난 힘을 갖는다.

2. 누가 봐도 잘난 여자

예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누가 봐도 고개

를 끄덕일 만한 스펙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

누가 봐도 잘난 여자라면 그만

큼 전 남친이 미련을 가질 확률

도 높아진다. 특히 그녀가 SNS

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남들의 반응에 어쩔 수 없이 반

응하게 되는 게 남자다.

3. 사귈 때 최선을 다해준 여자

보통 대부분의 커플들이 연애

를 시작하면 남자가 더 노력하

는 경우가 많다. 대시를 하는 경

우도, 고백을 하는 경우도, 사귄 이후 데이트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대게 남자가 더 먼저 나서게 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남성에게 헌신적인 여성은 희소한 

만큼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잊기 힘들다.

4.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여자

이성과의 코드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코드는 바로 유머 코드다. 유머 코드는 그 사람

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주는 요소다.

만약 대화 방식이나 유머 코드가 맞지 않으면 상대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상대와의 유머 

코드는 중요하다.

남자가 한 말에 방긋방긋 잘 웃어주던 여자는 그 모습

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5.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여자

마지막으로 많은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여자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던 사람이다. 내가 못났던 순간에

도 그저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던 여자는 시간이 지나도 

한 번씩 생각나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

취업, 가족 문제 등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여자는 남자

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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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에도 연락하게 만드는 여자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