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입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A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C

나는 상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E

나는 상대가 감싸 안아 줄 때 사랑을 느낀다 E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C

나는 상대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와 손 잡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A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 매우 의미가 있다 C

나는 상대와 함께 붙어 앉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가 나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할 때 좋아한다 A

나는 상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에게 작지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C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를 이해해 주는 말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A

나는 상대와 뭔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가 해주는 친절한 말들을 좋아한다 A

나는 상대와 포옹할 때 완전함을 느낀다 E

나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볼 때 더 감동한다 D

나는 상대의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을 회피하는 편이다 A

나는 커다란 선물보다는 작지만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한다 C

나는 상대가 자주 신체접촉 해 줄때 더 친근함을 느낀다 E

나는 상대와 함께 뭔가 하거나 이야기 할 때 친밀함을 느낀다 B

나는 상대가 내가 해 낸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A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와 걸을 때 손잡아(어깨감싸)주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C

나는 상대가 집 안 일을 도와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방이 내 외모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A

나는 상대가 내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B

나는 상대가 나를 어루만져 줄 때 평안함을 느낀다 E

나를 돕는 상대의 수고에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D

나는 상대가 만든(준비한)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C

나는 상대가 나에게 전념(집중)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B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실제로 행할 때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D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C

나는 내 생일 때 의미 있는 말(카드에 쓰거나 직접)과 함께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A

5가지 사랑의 언어 Test

♥ 각각의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설명에 체크하세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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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가 선물을 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느낀다 C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특별한 날을 기억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C

나는 상대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B

나는 상대와 장기간 여행을 즐긴다(원한다) B

나는 상대가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D

기대하지 않은 입맞춤이 나를 흥분시킨다 E

특별하지 않은 때라도 받는 선물은 나를 흥분시킨다 C

나는 상대에게 고맙다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A

나는 상대가 이야기 하는 동안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상대가 가벼운 신체 접촉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E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A

나는 상대가 내가 부탁한 일에 최선을 다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D

나는 매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원한다 E

나는 매일 상대방의 지지하는 말이 필요하다 A

A : 인정하는말(상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그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일에 초점을 맞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로 말하려면 감사하거나 존중할 만한 면을 상대에게서 살핀 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입니다.

B :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 취미 활동)

이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TV를 끄고, 탁자에 놓인 잡지도 치우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거사 아니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 : 선물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선물을 받으면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물은 상대방이 고맙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선물이 꼭 비싸야 하는것은 절대 아니죠.

장미 한송이, 막대사탕, 엽서, 한 권의 책 등으로도 사랑을 깊이 있게 전할 수있습니다.

D : 봉사 (원하는 것을 몸으로 봉사해주기)

이런 사함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은 대단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며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요?"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봉사가 그들의 주된 사랑의 언어라면 그들을 사랑하는 비결은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E : 스킨십 (육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 증대)

스킨십의 정서적인 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랫동안 스킨십을 하지 않은 아기들 보단

껴안거나 어루만지는 손길을 많이 받은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더 양호합니다.

스킨십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적절한 접촉이 가장 깊이 있는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 자신이 체크한 곳의 알파벳이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당신의 언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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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정하는말(상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그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일에 초점을 맞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로 말하려면 감사하거나 존중할 만한 면을 상대에게서 살핀 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입니다.

B :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 취미 활동)

이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TV를 끄고, 탁자에 놓인 잡지도 치우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거사 아니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 : 선물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선물을 받으면 "나를 무척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물은 상대방이 고맙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선물이 꼭 비싸야 하는것은 절대 아니죠.

장미 한송이, 막대사탕, 엽서, 한 권의 책 등으로도 사랑을 깊이 있게 전할 수있습니다.

D : 봉사 (원하는 것을 몸으로 봉사해주기)

이런 사함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은 대단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며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요?"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봉사가 그들의 주된 사랑의 언어라면 그들을 사랑하는 비결은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E : 스킨십 (육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 증대)

스킨십의 정서적인 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랫동안 스킨십을 하지 않은 아기들 보단

껴안거나 어루만지는 손길을 많이 받은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더 양호합니다.

스킨십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적절한 접촉이 가장 깊이 있는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