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 설명

1과 - 13과

1과

1. N이에요
① 명사에 붙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후로 받침은 명사의 마지막 음절의 받침을 말합니다.)이 있으면
‘이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예요’가 붙습니다.
① 名詞の後に付いてその意味を明確に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以後パッチムは名詞の最後の音節のパッチムをいいます。)がある場合‘이에요’
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예요’が付きます。

예) 가: 학생이에요?

나: 네, 학생이에요.

가: 의사예요?

나: 네, 의사예요.

2. N은/는
① 명사에 붙어 문장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은’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는’이 붙습니다.
① 名詞に付いて文章の主題を表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은’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는’が付きます。

예) 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나: 네,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가: 왕신 씨는 학생이에요?

나: 네, 저는 학생이에요.

2과

1. 이것, 그것, 저것
①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②‘이것’은 화자에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고, ‘그것’은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① 事物を指すときに使います。
②‘이것’は話し手の近くにある事物を指し、‘그것’は聞き手の近くにある事物を指しま
す。‘저것’は話し手と聞き手の両者から遠くにある事物を指し示します。

예) 가: 이것은 뭐예요?

나: 그것은 시계예요.

가: 저것은 뭐예요?

나: 저것은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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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이/가 아니에요
① 명사에 붙어 명사의 내용을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이 아니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가 아니에요’가 붙습니다.
① 名詞に付いて、その名詞の内容を否定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이 아니에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は‘가 아니에
요’が付きます。

예) 가: 이것은 책상이에요?
가: 마리 씨는 의사예요?

나: 아니요, 그것은 책상이 아니에요. 의자예요.
나: 아니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회사원이에요.

3. N의 N
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 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앞부분의 명사에는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오고 뒷부분의 명사에는 사물이 옵니다.
③ 저+의 →‘제’로 써야 합니다.
① 名詞と名詞の間に使われて、事物が誰の所有なのか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前の名詞には事物の所有者がきて、後の名詞には事物がきます。
③ 저+의 →‘제’となります。

예) 가: 누구의 시계예요?
가: 이것은 선생님의 책이에요?

나: 왕신 씨의 시계예요.
나: 아니요, 제 책이 아니에요.

3과

1. V-아요
①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하거나 서술을 할 때 사용합니다. 질문과 서술은 형태가 같으며 억양에 따라 구분합니다.
②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후로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마지막 음절을 말합니다.)이
‘ㅏ, ㅗ’로 끝나면 ‘-아요’가 붙고, ‘ㅏ, ㅗ’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요’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요’가 붙습니다.
① 動詞や形容詞に付いて現在の動作や状態を表し、インフォーマルな状況で質問をしたり叙述
をするときに使います。質問と叙述は形態が同じなため、イントネーションによって区分し
ます。
② 動詞や形容詞の語幹(以後語幹は動詞や形容詞の語幹の最後の音節をいいます。)が‘ㅏ、
ㅗ’で終わる場合は‘-아요’が付き、‘ㅏ、ㅗ’以外の母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요’が
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全て‘해요’が付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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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A/V-아/어/해요

알다

알

+ 아요

➜

알아요

➜

알아요

가다

가

+ 아요

➜

가아요

➜

가요

보다

보

+ 아요

➜

보아요

➜

봐요

먹다

먹

+ 어요

➜

먹어요

➜

먹어요

서다

서

+ 어요

➜

서어요

➜

서요

가르치다

마시

+ 어요

➜ 마시어요

➜ 가르쳐요

배우다

배우

+ 어요

➜ 배우어요

➜

배워요

쉬

+ 어요

➜

➜

쉬어요

쉬다

쉬어요

공부하다

예)

➜ 공부해요

왕신 씨는 자요.
스티븐 씨는 영어를 가르쳐요.

2. N을/를
① 명사에 붙어 그 명사가 목적어인 것을 나타냅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를’이 붙습니다.
③‘뭘’은 ‘무엇을’이 축약된 형태입니다.
① 名詞に付いて、その名詞が目的語であることを表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을’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를’が付きます。
③‘뭘’は‘무엇을’が縮約された形態です。

예) 가: 왕신 씨, 무엇을 들어요?
가: 뚜안 씨, 뭘 써요?

나: 저는 음악을 들어요.
나: 저는 편지를 써요.

4과

1. N에1)
①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동작이 이동하여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② 뒤에는‘가다, 오다, 다니다’ 동사가 주로 옵니다.
① 場所を表す名詞に付き、動作が移動していく場所を表します。
② 後ろには主に‘가다、오다、다니다’の動詞がきます。

예)

저는 집에 가요.
왕신 씨는 오늘 학교에 와요.
마리 씨는 회사에 다녀요.

2. N에서
①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동작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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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場所を表す名詞に付いて、動作が起こるその空間を表します。

예)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친구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3. 안 A/V
① 동사와 형용사에 앞에 쓰여 그 내용을 부정합니다.
②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는 명사와 ‘하다’ 사이에 ‘안’이 옵니다.
① 動詞と形容詞の前に付いて、その内容を否定します。
② 名詞と‘하다’が結合して作られた動詞には、名詞と‘하다’の間に‘안’がきます。

예) 가: 지영 씨, 집에 가요?

나: 아니요, 집에 안 가요. 백화점에 가요.

가: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나: 아니요, 날씨가 안 좋아요.

가: 스티븐 씨, 지금 운동해요?

나: 아니요, 운동 안 해요. 일해요.

5과

1. N이/가
① 명사에 붙어 그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냅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합니다.
③ 누구+가→‘누가’, 저+가→‘제가’, 나+가→‘내’가 됩니다.
① 名詞に付いてその名詞が主語であることを表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이’を、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가’を使います。
③ 누구+가→‘누가’、 저+가→‘제가’、나+가→‘내’となります。

예) 가: 동생이 뭐 해요?

나: 동생이 숙제를 해요.

가: 한국어가 어때요?

나: 한국어가 재미있어요.

가: 누가 회사에 다녀요?

나: 제가 회사에 다녀요.

2. ‘ㅂ’ 불규칙
① 받침이 ‘ㅂ’으로 끝나는 형용사나 동사가 모음과 결합할 때 ‘ㅂ’이

모음 ‘ㅜ’로

바뀝니다.
②‘좁다, 입다, 씹다’처럼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 형용사나 동사도 있습니다.
① パッチムが‘ㅂ’で終わる形容詞や動詞が、母音と結合するとき‘ㅂ’が母音‘┬’に変わ
ります。
②‘좁다、입다、씹다’のように不規則活用をしない形容詞や動詞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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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아/어/해요

예)

쉽다

쉬+우+어요

➜

쉬워요

어렵다

어려+우+어요

➜

어려워요

A/V-고
쉽

+고

어렵 +고

➜

쉽고

➜ 어렵고

김치가 매워요.
오늘은 더워요.
* 동생은 옷을 입어요.
* 방이 좁아요.

6과

1. N에2)
① 장소 명사에 붙고 ‘있다/없다’ 가 뒤에 쓰이면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 장소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① 場所を表す名詞に付き、その後に‘있다/없다’がくると、物や人が存在する場所の位置を
表します。

예)

돈이 지갑 안에 있어요.
사전이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2. 몇 N
① 단위 명사 앞에 붙어 명사의 수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① 単位を表す名詞の前に付き、名詞の数を尋ねるときに使います。

예) 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나: 450-3075예요.

가: 교실이 몇 층에 있어요?

나: 3층에 있어요.

가: 방이 몇 호예요?

나: 503호예요.

7과

1. N에3)
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① 時間を表す名詞に付いて、あることが起こる時間を表します。

예)

저는 금요일에 영화를 봐요.
저는 12시에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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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고 / N이고
①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앞 문장의 행동을 한 후에 뒷문장의 행동을
하는 행동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고’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고’가 붙습니다.
① 二種類以上の事実を羅列します。また、前の文章の行動をした後に後の文章の行動をする
行動の順序を表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이고’が付いて、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고’が付きます。

예)

이 옷은 싸고 좋아요.
저는 주말에 책을 읽고 쉬어요.

8과

1. A/V-았어요
① 과거에 한 일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나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았어요’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었어요’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했어요’가
붙습니다.
③‘N이다/아니다’의 경우에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어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였어요’가 붙습니다.
① 過去にしたことや過去の状態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や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

ㅗ’で終わるときは‘-았어요’が付き、‘ㅏ、ㅗ’

以外の母音で終わるときには‘-었어요’が付きます。また、‘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
全て‘-했어요’が付きます。
③‘N이다/아니다’の場合には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ときは‘-이었어요’が付き、パッチムが
ないときには‘-였어요’が付きます。

기본형

A/V-았/었/했어요

알다

알

+ 았어요

➜

알았어요

➜

알았어요

가다

가

+ 았어요

➜

가았어요

➜

갔어요

보다

보

+ 았어요

➜

보았어요

➜

봤어요

먹다

먹

+ 었어요

➜

먹었어요

➜

먹었어요

서다

서

+ 었어요

➜

서었어요

➜

섰어요

가르치다

마시

+ 었어요

➜ 마시었어요

➜ 가르쳤어요

배우다

배우

+ 었어요

➜ 배우었어요

➜

배웠어요

쉬

+ 었어요

➜

➜

쉬었어요

쉬다
공부하다

쉬었어요

➜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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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제 명동에 갔어요?
점심에 비빔밥을 먹었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안 살았어요.
* 형은 선생님이었어요.
* 친구는 의사였어요.

2. N하고 (같이)
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합니다.
① 他の人と一緒に何かをするときに使います。
예)

친구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요.
동생하고 같이 놀아요.

9과

1. N부터 N까지
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②‘부터 까지’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부터’나 ‘까지’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장소인 경우에는‘N에서 N까지’를 사용합니다.
① 時間を現わす名詞に付いて、始まる時間と終わる時間を表現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부터 까지’を一緒に使うこともでき、‘부터’や‘까지’をそれだけで使うこともできま
す。
③ 場所を表す場合には‘N에서 N까지’を使います。

예) 가: 언제 여행을 가요?

나: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행을 가요.

가: 몇 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나: 아침 9시부터 시작해요.

가: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 오후 5시까지 해요.

10과

1. N에4)
① 단위나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단위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① 単位や基準を表す言葉について単位の基準を表します。
예)

이 사과가 한 개에 얼마예요?
콜라가 두 병에 2,000원이에요.

2. V-으세요 / V-지 마세요
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명령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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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세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세요’가 붙습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명령할 때는 ‘-으세요’를 사용하고 부정으로 명령할 때는 ‘-지 마세
요’를 사용합니다.
① 話し手が聞き手に命令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세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세요’
が付きます。肯定で命令するときは‘-으세요’を使い、否定で命令するときは‘-지 마세
요’を使います。
예)

여기에 앉으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교실에서 떠들지 마세요.

11과

1. V-을까요?1)
① 다른 사람에게 같이 어떤 행동을 하자고 물어 볼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까요?’가 붙습니다.
① 他の人に一緒にある行動をしようと尋ね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을까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ㄹ까
요?’が付きます。

예)

같이 밥을 먹을까요?
같이 학교에 갈까요?

2. ‘으’ 불규칙
① 어간이 ‘으’로 끝나는 형용사나 동사가 모음과 결합할 때 ‘으’가 없어집니다.
① 語幹が‘으’で終わる形容詞や動詞が母音と結合するときは‘으’がなくなります。

A/V-아/어/해요

예)

A/V-고

바쁘다

바쁘 + 아요

➜

바빠요

바쁘 +고

➜ 바쁘고

예쁘다

예뻐 + 어요

➜

예뻐요

예쁘 +고

➜ 예쁘고

오늘은 바빠요.
배가 고파요.

3. N이나 N
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 둘 중에 어느 것을 골라도 상관없을 때 사용합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나’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나’가 붙습니다.
① 名詞と名詞の間にきて、二つのうちどちらを選んでも関係ないときに使い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ときは‘이나’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ときには‘나’が付きます。
예)

비빔밥이나 냉면을 먹어요.
2시나 3시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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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1. 무슨 N
①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모르는 것에 대하여 물을 때 사용합니다.
① 種類を表す名詞の前に付いて、分からないことについて尋ねるときに使います。

예) 가: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나: 저는 축구하고 야구를 좋아해요.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우리 비빔밥하고 냉면을 먹어요.

2. A/V-지 않다
① 형용사나 동사의 뒤에 붙어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②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의 받침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 않다’를 사용합니다.
③ 과거를 나타낼 때는 ‘-지 않았어요’를 사용하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지 않을 거예요’ 를
사용합니다
① 形容詞や動詞に付いてその内容を否定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や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の有無に関係なく‘-지 않다’を使います。
③ 過去を表すときは‘-지 않았어요’を使い、未来を表すときには‘-지 않을 거예요’を使います。

예)

가: 가방이 비싸요?

나: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싸요.

가: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나: 아니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13과

1. V-고 싶다
①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받침에 상관없이 ‘-고 싶다’가 붙습니다.
① 話し手の希望を表現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に関係なく‘-고 싶다’が付きます。
예)

피자를 먹고 싶어요.
프랑스에 가고 싶어요.

2. A/V-지만
①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② 형용사나 동사 어간의 받침에 상관없이 ‘-지만’이 붙습니다.
① 前の文章と後の文章が互いに対照するときに使われます。
② 形容詞や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に関係なく‘-지만’が付きます。
예)

옷이 예쁘지만 비싸요.
한국어를 잘하지만 발음이 안 좋아요.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