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 설명

14과 - 30과

14과

1. V-을 거예요1)
① 동사 뒤에 붙어 미래를 나타냅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예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 거예요’가
붙습니다.
① 動詞に付いて未来を表し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을 거예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ㄹ
거예요’が付きます。
예)

내일 뭐 할 거예요?
방학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할 거예요.
내년에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 V-아서1)
① 동사에 붙어 앞문장의 행동을 한 후 뒷문장의 행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서’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서’가 붙습니다.
③ 앞문장에는 과거가 올 수 없고, 전체 문장의 시제는 뒷문장에서 나타냅니다.
① 動詞に付いて前の文章の行動をした後、後の文章の行動を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서’が付き、‘ㅏ、ㅗ’以外の母音で
終わるときは‘-어서’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は全て‘-해서’が付きます。
③ 前の文章に過去形がくることはできず、全体の文章の時制は後の文章で表します。
예)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내요.
요리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15과

1. V-을 수 있다[없다]
① 능력이 있고 없음을 말하거나 어떤 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수 있다[없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 수 있다[없다]’가
붙습니다.
① 能力の有無を表現したり、可能性の有無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을 수 있다[없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は
‘-ㄹ 수 있다[없다]’が付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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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지금 고향에 갈 수 없어요.

2. A/V-으니까 / N이니까
① 앞문장의 동작이나 상태가 뒷문장의 이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와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니까’가
붙습니다. 그리고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니까’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니까’가
붙습니다.
③ 뒷문장에서는 주로 청유형, 명령형이 옵니다.
① 前の文章の動作や状態が後の文章の理由になる場合に使います。
② 形容詞と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니까’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は‘-니까’
が付きます。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이니까’が付いて、パッチムがない場合は‘니까’
が付きます。
③ 後の文章には主に勧誘形、命令形がきます。
예)

비가 많이 오니까 축구를 하지 마세요.
배가 아프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영화가 시작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학생이니까 술을 마시지 마세요.

16과

1. N으로
① 명사에 붙어 동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로’가 붙습니다.
① 名詞に付いて動作の方向を表し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로’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로’が付きます。
예)

오른쪽으로 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2. A/V-으면
① 앞문장이 뒷문장의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냅니다.
② 형용사와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면’이 붙습니다.
① 前の文章が後の文章の行動や状態を成り立たせるための条件や仮定を表します。
② 形容詞と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면’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면’が付きます。
예)

오른쪽으로 가면 우체국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 2 -

17과

1. A/V-아야 하다[되다]
①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야 하다[되다]’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야 하다[되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야 하다[되다]’가 붙습니다.
① 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表現を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야 하다[되다]’が付き、
‘ㅏ、ㅗ’以外の母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야 하다[되다]’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
る場合には全て‘-해야 하다[되다]’が付きます。

예)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해요.
오늘까지 이 책을 모두 읽어야 돼요.
매일 수업을 들어야 해요.
편지를 써야 돼요.

2. 'ㄷ' 불규칙
① 어간이 ‘ㄷ’으로 끝나는 동사가 모음과 결합할 때 ‘ㄷ’이 ‘ㄹ’로 바뀝니다.
②‘믿다, 닫다, 받다’처럼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 동사도 있습니다.
① 語幹が‘ㄷ’で終わる動詞が母音と結合するときは、‘ㄷ’が‘ㄹ’に変わります。
②‘믿다、닫다、받다’のように不規則活用をしない動詞もあります。

A/V-아/어/해요

예)

A/V-지 않아요

걷다

걷 +어요

➜

걸어요

걷 +고

➜ 걷지 않아요

듣다

듣 +어요

➜

들어요

듣 +고

➜ 듣지 않아요

저는 자주 한국 음악을 들어요.
학교에 걸어서 가요.
* 문을 닫으세요.
*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 저는 제 친구를 믿어요.

18과

1. V-아 주세요
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 주세요’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 주세요’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해 주세요’
가 붙습니다. 그리고 명사인 경우에는 ‘N 주세요’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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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話し手が他の人にある行動を要求したりお願い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 주세요’が付き、‘ㅏ、ㅗ’以外の母
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 주세요’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全て‘-해 주세
요’が付きます。また、名詞の場合には‘N 주세요’となります。
예)

여권과 비행기표 좀 보여 주세요.
선물을 포장해 주세요.
여기요, 물 좀 주세요.

2. V-을게요
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상대방과 약속을 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게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게요’가 붙습니다.
부정으로 표현할 때는 ‘V-지 않을게요’, ‘안 V-을게요’가 됩니다.
③ 대화 상황에서 주로 쓰이며, 질문의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話し手が自分の意志を表現したり、相手と約束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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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は‘-을게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ㄹ게
요’が付きます。否定を表すときは‘V-지 않을게요’、‘안 V-을게요’になります。
③ 主に対話の状況で使われ、質問形態での使用はできません。
예) 가: 방이 더러우니까 청소하세요.

나: 네, 청소할게요.

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요.

나: 네, 이따가 통화해요.

가: 학교에 늦지 마세요.

나: 네, 늦지 않을게요.

19과

1. A/V-아서2)
① 앞문장의 동작이나 상태가 뒷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서’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서’가 붙습니다.
③ 앞문장에는 과거가 올 수 없고, 전체 문장의 시제는 뒷문장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청유형, 명령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前の文章の動作や状態が後の文章の理由や原因にな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서’が付き、‘ㅏ、ㅗ’以外の母音
で終わるときには‘-어서’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全て‘-해서’が付きま
す。
③ 前の文章には過去形がくることができず、全体の文章の時制は後の文章で表します。
また、後の文章には勧誘形、命令形の使用ができません。
예)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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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못 V
①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없거나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②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는 명사와 ‘하다’ 사이에 ‘못’이 옵니다.
① あることや状況のためにその行動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り、あることに対する能力がな
いこと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名詞と‘하다’が結合して作られた動詞の場合は、名詞と‘하다’の間に‘못’がきます。
예)

바빠서 영화를 못 봐요.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 해요.

20과

1. A-은 N
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 때 이러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②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ㄴ’이 붙습니다.
그러나 ‘있다/없다’가 있는 형용사는 ‘-는’이 붙습니다.
① 形容詞が名詞を修飾するときにこのような形態で使われます。
② 形容詞の語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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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が付
きます。‘있다/없다’で終わる形容詞には‘-는’が付きます。

A-은
작다

예)

작은 빵

A-ㄴ
크다

큰 빵

A-는
맛있다

맛있는 빵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파요.
착한 남자를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귀여운 인형을 살 거예요.

2. V-아 보세요
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 보라고 권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 보세요’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 보세요’가 붙습니다. 그리고‘하다’로 끝나면 모두‘-해 보세요’가
붙습니다.
① 他の人にある行動をするように勧め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 보세요’が付き、‘ㅏ、ㅗ’以外の母
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 보세요’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全て‘-해 보세
요’が付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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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추우면 따뜻한 차를 마셔 보세요.
심심하면 이 음악을 들어 보세요.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전화해 보세요.

21과

1. N와/과 N
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 둘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②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과’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와’가 붙습니다.
① 名詞と名詞の間にきて、二つを羅列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과’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와’が付きます。
예)

시장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샀어요.
이번 방학에는 부산과 제주도에 갈 거예요.

2. A/V-습니까? / 습니다
① 격식체로 공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하거나 서술할 때 사용합니다.
②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습니까?/습니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ㅂ니까?/ㅂ니다’가 붙습니다.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았습니까?/
았습니다’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었습니까?/었습니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했습니까?/했습니다’가 붙습니다.
미래 시제인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겁니까?/-을 겁니다’
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 겁니까?/-ㄹ 겁니다’가 붙습니다.
③‘N이다/아니다’의 경우에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습니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였습니다’가 붙습니다.
① 公的な状況で質問をしたり叙述するときに使われる格式体です。
② 現在時制の場合には形容詞、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ときは‘-습니까?/습니다’が付き、
パッチムがないときは‘-ㅂ니까?/ㅂ니다’が付きます。
過去時制の場合は形容詞、動詞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았습니까?/았습니다’
が付き、‘ㅏ、ㅗ’以外の母音で終わるときは‘-었습니까?/었습니다’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
ときには全て‘-했습니까?/했습니다’が付きます。
未来時制の場合には形容詞、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ときは‘-을 겁니까?/-을 겁니다’が
付き、パッチムがないときには‘-ㄹ 겁니까?/-ㄹ 겁니다’が付きます。
③‘N이다/아니다’の場合は、名詞にパッチムがあるときは‘-이었습니다’が付き、パッチム
がないときには‘-였습니다’が付きます。
과거

현재

미래

-았/었/했습니다

-(스)ㅂ니다

A-(으)ㄹ 겁니다

기본형
가다

갔습니다

갑니다

갈 겁니다

먹다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먹을 겁니다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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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합니다

공부할 겁니다

학생이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일 겁니다

친구이다

친구였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일 겁니다

N

예)

언제부터 발표를 시작합니까?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내년에 고향에 갈 겁니다.

3. V-으십시오 / V-지 마십시오
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격식체입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으십시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십시오’가 붙습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명령할 때는‘-으십시오’를 사용하고 부정으로 명령할 때는‘-지 마십시오’
를 사용합니다.
① 話し手が聞き手に命令するときに使う格式体で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십시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십시
오’が付きます。肯定で命令するときには‘-으십시오’を使い、否定で命令するときには
‘-지 마십시오’を使います。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학교에 늦지 마십시오.

22과

1. V-아 봤다
①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 봤다’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 봤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 봤다’가 붙습니다.
① 過去に経験した事実を表現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過去時制の場合には形容詞、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 봤다が付
き、‘ㅏ、ㅗ’以外の母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 봤다’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
場合は全て‘-해 봤다’が付きます。
예)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네,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요.

가: 삼계탕을 먹어 봤어요?

나: 아니요, 아직 삼계탕을 못 먹어 봤어요.

가: 서울에서 운전해 봤어요?

나: 아니요, 운전 안 해 봤어요.

2. V-으러 가다[오다]
① 어떤 곳에 가거나 오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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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러 가다’가 붙고, 받침이 없거나 ‘ㄹ’로 끝나면
‘-러 가다’가 붙습니다.
① ある場所に行く／来るための目的や意図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러 가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や‘ㄹ’で
終わる場合には‘-러 가다’が付きます。
예)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요.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23과

1. A/V-지요?
① 형용사, 동사에 붙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① 形容詞、動詞に付いて、すでに知っている事実に関して相手に確認するときに使います。

예) 가: 이 옷이 예쁘지요?
가: 어제 명동에 갔지요?

나: 네, 너무 예뻐요.
나: 아니요, 명동에 안 갔어요.

2. N보다 (더)
①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① 二つの事物を比較するときに使います。

예)

사과가 바나나보다 더 비싸요.
축구를 야구보다 더 좋아해요.

24과

1. A/V-으시① 말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나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시-’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시-’가
붙습니다. ‘-으시-’ 뒤에 ‘-아요’가 오면 ‘-으세요’가 되고, ‘-습니다’가 오면
‘-으십니다’가 됩니다.‘명사이다’뒤에 쓰이는 경우에는‘-이세요’, ‘-이십니다’가
됩니다.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으시-’뒤에 ‘-었-’이 와서‘-으셨어요’또는‘-으셨습니다’
가 되고, 미래 시제인 경우에는 ‘-으시-’뒤에 ‘-을 것이다’가 와서 ‘-으실 거예요’나
‘-으실 겁니다’가 됩니다.
③‘먹다, 있다, 자다’ 등의 몇몇 동사는 ‘-으시-’가 붙어 특별한 단어로 바뀌고,
높이는 대상 뒤에 쓰인 조사도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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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自分より年齢や社会的地位が高い人に対して敬意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や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시-’が付いて、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
‘-시-’が付きます。‘-으시-’の後に‘-아요’がくると‘-으세요’になり、‘-습니다’
がくると‘-으십니다’になります。‘名詞이다’の後に使われる場合には‘-이세요’、
‘-이십니다’になります。
過去時制の場合には‘-으시-’の後に‘-었-’がきて‘-으셨어요’または‘-으셨습니다’
になり、未来時制の場合には‘-으시-’の後に‘-을 것이다’がきて‘-으실 거예요’や
‘-으실 겁니다’になります。
③‘먹다, 있다, 자다’などのいくつかの動詞は‘-으시-’がついて特種な単語に変わり、
また敬意を表す対象の後にくる助詞も、他の形態に変わります。

과거

현재

미래

-(으)셨어요

-(으)세요

-(으)실 거예요

-(으)셨습니다

-(으)십니다

-(으)실 겁니다

기본형

멋있으시다
A
예쁘시다

멋있으셨어요

멋있으세요

멋있으실 거예요

멋있으셨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실 겁니다

예쁘셨어요

예쁘세요

예쁘실 거예요

예쁘셨습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실 겁니다

읽으셨어요

읽으세요

읽으실 거예요

읽으셨습니다

읽으십니다

읽으실 겁니다

보셨어요

보세요

보실 거예요

보셨습니다

보십니다

보실 겁니다

학생이셨어요

학생이세요

학생이실 거예요

학생이셨습니다

학생이십니다

학생이실 겁니다

친구셨어요

친구세요

친구실 거예요

친구셨습니다

친구십니다

친구실 겁니다

읽으시다
V
보시다
학생이시다
N
친구(이)시다

<높임말>
*마시다, 먹다 → 드시다

*이/가 → 께서

*있다

→ 계시다

*은/는 → 께서는

*자다

→ 주무시다

*에게

*죽다

→ 돌아가시다

예) 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 께

나: 아버지께서는 영어를 가르치세요.

가: 할머니께서는 지금 뭐 하세요?

나: 할머니께서는 방에서 주무세요.

가: 유리코 씨, 지금 어디에 가세요?

나: 저는 집에 가요.

25과

1. V-아도 되다
① 동사의 내용을 허락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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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사 어간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면 ‘-아도 되다’가 붙고, ‘ㅏ, ㅗ’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도 되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면 모두 ‘-해도
되다’가 붙습니다.
① 動詞の内容を承諾したり、相手の許可を得るときに使います。
動詞の語幹の母音が‘ㅏ、ㅗ’で終わるときは‘-아도

②

母音で終わるときには‘-어도

되다’が付き、‘ㅏ、ㅗ’以外の

되다’が付きます。‘하다’で終わる場合には全て‘-해도

되다’が付きます。
예) 가: 여기에 앉아도 돼요?

나: 네, 앉아도 돼요.

가: 이 빵을 먹어도 돼요?

나: 네, 먹어도 돼요.

가: 지금 목욕해도 돼요?

나: 네, 목욕해도 돼요.

2. V-으면 안 되다
① 동사의 내용을 금지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 안 되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면 안 되다’
가 붙습니다.
① 動詞の内容を禁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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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は‘-으면 안 되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
‘-면 안 되다’が付きます。

26과

1. V-겠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의 받침에 상관없이 ‘-겠-’이 붙습니다.
① 未来に対する自分の意志を強く表現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の有無に関係なく‘-겠-’が付きます。
예) 가: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나: 아니요, 저는 차를 마시겠습니다.

가: 누가 발표하겠습니까?

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가: 내일은 일찍 오세요.

나: 네, 내일은 늦지 않겠습니다.

2. ‘ㄹ’ 불규칙
① 어간이 ‘ㄹ’으로 끝나는 동사가 ‘ㄴ, ㅂ, ㅅ’과 결합할 때 ‘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음 ‘으’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① 語幹が‘ㄹ’で終わる動詞が‘ㄴ、ㅂ、ㅅ’と結合するときは‘ㄹ’がなくなります。また
母音‘으’とは結合し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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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해요

-(으)면

-(으)니까

-(으)세요

-(스)q니다

살다

살아요

살면

사니까

사세요

삽니다

알다

알아요

알면

아니까

아세요

압니다

멀다

멀어요

멀면

머니까

머세요

멉니다

길다

길어요

길면

기니까

기세요

깁니다

열다

열어요

열면

여니까

여세요

엽니다

만들다

만들어요

만들면

만드니까

만드세요

만듭니다

예)

어디에 사세요?
힘드니까 좀 쉬어요.

27과

1. V-으려고 하다
① 동사 뒤에 붙어 의도나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려고 하다’가 붙고, 받침이 없거나 ‘ㄹ’로 끝나면
‘-려고 하다’가 붙습니다.
① 動詞に付いて意図や計画を表す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려고 하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や‘ㄹ’
で終わる場合には‘-려고 하다’が付きます。
예) 가: 방학에 어디에 가려고 해요?
가: 오후에 뭐 하려고 해요?

나: 고향에 가려고 해요.
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2. V-읍시다
① 다른 사람에게 같이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그 제안에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읍시다’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ㅂ시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동의할 때는‘-읍시다’를 사용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는‘-지 맙시다’를
사용합니다.
① 他の人に一緒にある行動をしようと提案したり、その提案に同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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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시다’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ㅂ시
다’が付きます。また、提案に同意するときには‘-읍시다’を使い、同意しないときには
‘-지 맙시다’を使います。
예) 가: 우리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먹읍시다.

가: 자, 여러분 저쪽으로 갑시다.

나: 네, 알겠습니다.

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떠들지 맙시다.

나: 네, 떠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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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과

1.1 A/V-을까요?

2)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해서 물어 볼 때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까요?’가
붙습니다.
① ある行動や状態を推測して尋ね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動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을까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ㄹ
까요?’が付きます。

예)

저 옷이 비쌀까요?
내일 비가 올까요?

1. 2 A/V-을 거예요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② 형용사,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예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ㄹ 거예요’가
붙습니다.
① ある行動や状態を推測す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形容詞、動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을 거예요’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ㄹ 거예요’が付きます。
예) 가: 마리 씨가 내일 학교에 올까요?

나: 네, 아마 올 거예요.

나: 왕신 씨가 이 음식을 좋아할까요?

나: 네, 아마 좋아할 거예요.

2.1 V-기 전에
① 뒷 문장의 행동을 하기 전에 앞문장의 행동을 하는 행동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② 동사 어간의 받침에 상관없이 ‘-기 전에’가 붙습니다.
① 動詞に付いて動作の順序を表し、後の文章の行動をする前に、前の文章の行動をするときに
使います。
② 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に関係なく‘-기 전에’を使います。

예)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 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2.2 V-은 후에
① 앞 문장의 행동을 하고 뒷문장의 행동을 하는 행동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②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 후에’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ㄴ 후에’가 붙습니다.
① 動詞に付いて動作の順序を表し、前の文章の行動をした後、後の文章の行動をするときに使
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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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動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은 후에’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ㄴ 후에’が
付きます。

예)

수업이 끝난 후에 기숙사에 가요.
손을 씻은 후에 밥을 먹어요.

29과

1. V-으면서
① 어떤 두 개의 행동을 같은 시간에 할 때 사용합니다.
②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서’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면서’가 붙습니다.
① ある二つの行動を同時に進行させるときに使います。
② 動詞に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으면서’が付き、パッチムがない場合には‘-면서’が付き
ます。
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2. ‘르’ 불규칙
① 어간이 ‘르’로 끝나는 동사가 모음과 결합할 때 ‘으’가 없어지고, 첫 번째 음절에
‘ㄹ’이 붙습니다.
① 語幹が‘르’で終わる動詞が母音と結合するときは‘으’がなくなり、最初の音節に‘르’
が付きます。

예)

-고

-으니까

-아서

-아요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까

빨라서

빨라요

다르다

다르고

다르니까

달라서

달라요

모르다

모르고

모르니까

몰라서

몰라요

부르다

부르고

부르니까

불러서

불러요

고르다

고르고

고르니까

골라서

골라요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30과

1. V-고 있다
① 동작이 현재 진행됨을 나타내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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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에 상관없이‘-고 있다’를 사용합니다.
① 動作が現在進行していることを表したり、一定期間の間に反復的にしている行動を表すとき
に使います。
② 形容詞、動詞の語幹のパッチムに関係なく‘-고 있다’を使います。

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용한 방을 찾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2. N때문에
① 명사에 붙어 그것이 뒷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합니다.
① 名詞に付いてそれが後の文章の理由や原因になるときに使います。

예)

오늘은 회의 준비 때문에 좀 바빠요.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3. N동안
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분, 시간, 일, 주, 개월, 년)에 붙어 일정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① 時間を現わす名詞(分、時間、日、週、ケ月、年)に付いて一定の期間を表します。
예)

여러분, 10분 동안 쉬세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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