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 설명

2급(1과 - 15과)

1과

1. V-는 N
① 명사 앞에 동사를 써서 명사를 설명하는 관형형입니다.
名詞の前に動詞を用いて、名詞を修飾する連体形です。
② 과거는 'V-(으)ㄴ', 현재는 'V-는', 미래는 'V-(으)ㄹ'을 씁니다.
過去は 'V-(으)ㄴ'、現在は 'V-는、未来は 'V-(으)ㄹ'を使用します。
예)
가: 지난 주말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지난 주말에 만난 사람은 중학교 친구예요．

가: 지금 먹는 음식이 뭐예요?

나: 지금 먹는 음식은 설렁탕이에요.

가: 내일 할 일이 많으세요？

나: 네, 내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2. V-는 동안
① 앞부분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시간에 뒷부분의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前の文である動作を行う時に、後ろの文の動作を行うことを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② 앞부분과 뒷부분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前の文と後ろの文の主語が同じ場合もあり、違う場合もあります。

예)
고향에 있는 동안 푹 쉴 거예요.
친구가 노래를 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춤을 췄어요.

2과

1. V-은 지
① 어떤 일이 시작되었거나 끝난 후, 뒷부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
니다.
物事の開始や終了時点から、時間がどのくらい経過したかを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② 뒷부분에는 '-년, 개월(달), 주(일), -일, -시간, -분' 등의 시간명사가 사용됩니다.
後半では'-년、개월(달)、주(일)、-일、-시간、-분'などの時間名詞が使われます。

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고향에 안 간 지 반년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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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기 때문에
① 앞부분의 말이나 행동이 뒷부분의 이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前半の言葉や行動が、後半の理由を説明する場合に使用します。
② 명사는 'N(이)기 때문에', 과거는 'A/V-았/었/했기 때문에'로 사용합니다.
名詞は'N(이)기 때문에'、過去は 'A/V-았/었/했기 때문에' 使用します。
③ 뒷부분에 '-(으)세요, -(으)ㄹ까요?, -(으)ㅂ시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文末には'-(으)세요, -(으)ㄹ까요?, -(으)ㅂ시다'は用いられません。

예)
집이 가깝기 때문에 학교에 걸어서 다녀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친구가 많습니다.

3과

1. A/V-을 때
①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何かの動作や物事が起こっているその時間を表します。

예)
저는 심심할 때 소설책을 읽어요.
밥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좋지 않아요.

2. A-아지다
① 어떤 상태가 조금씩 변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ある状態が少しずつ変化していく過程や、結果を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예)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거예요.
어제 비가 온 후부터 날씨가 추워졌어요.

4과

1. V-을 줄 알다 모르다
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할 때 사용합니다.
物事を行う方法を知るか、知らないかを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예)
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줄 알아요?

나: 네, 찾을 줄 알아요.

가: 운전할 줄 알아요?

나: 아니요, 운전할 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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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는 것 같다
①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모습을 보고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他の人の動作や様子を見て、推測して話す時に使用します。
예)
가: 어제 시험을 잘 봤어요?

나: 아니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요.

나: 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을 가져가세요.

5과

1. V-거나
① 앞부분의 동작이나 뒷부분의 동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前半か後半の動作の中から一つを選択してと話す時に使用します。
예)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잘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잡지를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2. A-은 것 같다
① 어떤 상태에 대한 추측이나 정확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ある状態に対する推測や、不確実な自分の考え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② 형용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보통 경험을 하기 전의 추측이나 경험을 한 후의 자신의 생
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形容詞と共に使用するときは、通常、未経験の事柄に関する推測や経験後の、自分の考えを
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③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그 명사에 대한 추측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名詞と共に使用する際はその名詞に対する推測や、自分の考えを話す時に使用します。

예)
유리코 씨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민수 씨와 같이 계시는 분은 민수 씨 아버지신 것 같지요?

6과

1. A-게
①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서 뒤에 오는 동사의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形容詞を副詞に変えて、後ろにくる動詞の程度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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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친구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해요.

2. A/V-겠①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話し手の推測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② 일기예보에서‘-겠습니다'형태로 말합니다.
天気予報で‘-겠습니다'の形態で使われます。

예)
내일은 구름이 많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음식은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잘 먹겠어요.

7과

1. V-고 있다
① 완료된 동작의 상태가 계속될 때 사용합니다.
完了した動作の状態が続く時に使用します。
② '착용동사'와 동사 '타다'만 쓸 수 있습니다.
'着用動詞'と'타다'という動詞だけ使用できます。

예)
제 동생은 연한 청바지랑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2. 'ㅎ' 불규칙
① 받침이'ㅎ'으로 끝나는 단어의 어간에 '-(으)'가 오면'ㅎ'이 없어집니다.
パッチムが'ㅎ' で終わる単語の語幹に'-(으)'がきた場合'ㅎ'が脱落します。
②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아/어'는 '애'로 바뀝니다.
'-아/어'くると 'ㅎ'が脱落し、'-아/어'は '애'に変わります。
③ '놓다, 넣다, 좋다'는 불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놓다、넣다、좋다'は不規則に該当しません。
-아/어/해요?

-(으)면

-(으)ㄴ

-고

-(스)ㅂ니까?

까맣다

까매요

까마면

까만

까많고

까맣습니까?

하얗다

하얘요

하야면

하얀

하얗고

하얗습니까?

노랗다

노래요

노라면

노란

노랗고

노랗습니까?

어떻다

어때요

-

어떤

어떻고

어떻습니까?

이렇다

이래요

이러면

이런

이렇고

이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그렇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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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까만색을 좋아합니다.
제 동생은 이가 예쁘고 하얘요.

8과

1. A-아 보이다
① 어떤 것을 본 후에 그것의 상태를 추측해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何かを見た後に、その状態を推測して表現する時に使用します。

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슬퍼 보여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2. V-는데
① 뒷부분에 앞부분과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後ろの文が前の文と対照されたり、反対の内容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② 앞부분에서 뒷부분이 일어나는 배경이나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뒷부분을 말하기 위한 도
입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前半部分で後半に起る背景や状況を話したり、後半部分を話すために導入が必要なときに使
用します。
③ 형용사일 때는 'A-(으)ㄴ데' 명사일 때는 'N인데'를 사용합니다.
形容詞の時は'A-(으)ㄴ데'、名詞の時は'N인데'を使用します。

예)
동생은 키가 큰데 저는 작아요.
지영 씨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아요?

9과

1. A/V-네요!
①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気持ちや感嘆を表す時にし使用し、柔らかい感じを与えます。
② 현재 알게 된 사실이나 지금의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今、知ったことや、今の気持ちを話す時に使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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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학생인데 키가 정말 크네요!
왕신 씨, 벌써 왔어요? 일찍 왔네요!

2. V-게 되다
① 어떤 일의 변화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ある事実の変化した結果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3개월 전부터 혼자 살게 돼서 조금 외로워요.

10과

1. 별로 A/V-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나 조금 그렇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そうではないと否定したり、少しはそうだとある程度同意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② 반드시 부정적인 표현(A/V-지 않다, 안 A/V-, V-지 못하다, 못 V-, 없다' 등)과 함께 써
야 합니다.
必ず否定的な表現(A/V-지 않다、안 A/V-、V-지 못하다、못 V-, 없다'等)と共に使用します。

예)
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나: 별로 안 읽어요.

가: 시험 공부 많이 했어?

나: 아니요, 별로 못 했어.

2. V-는 게 어때요?
① 듣는 사람에게 같이 무엇을 하자고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나 좋은 방
법을 가르쳐 줄 때 사용합니다.
聞き手に何かを一緒にしようと提案する時、聞き手の役に立つアドバイスや良い方法を教え
る時に使用します。
② 듣는 사람에게 같이 무엇을 하자고 말할 때는 '같이 무엇을 먹는 게 어때요?'와 같이 의
문사를 써서 질문할 수 없다.
聞き手に一緒に何かをしようと提案する時、'一緒に何かを食べるのはどうですか？'という
ように疑問詞を使って質問できません。
예)
가: 몇 시에 만나면 좋을까요?

나: 오후 3시 정도에 만나는 게 어때요?

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해요.

나: 그럼 좀 쉬는 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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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1. A/V-으며
①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2つ以上の動作や状態を羅列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② 두 가지의 동작을 같은 시간에 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동사하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つの動作を同時に行う時に使用します。動詞とだけ使用できます。
③ 입말보다 글말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뒷부분에는 보통 '-(스)ㅂ니다'를 사용합니다.
話し言葉より文章で多く使用します。後半部分は'-(스)ㅂ니다'を使用します。

예)
오늘은 구름이 많으며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2. V-아 가지고 가다/오다
① 앞부분의 행동을 한 후에 그 결과(물)를 가지고 가거나 온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前半部分の行動後、その結果(物)をもって行く、もしくは来ると話す時に使用します。
② 입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話し言葉によく使われます。

예)
엄마, 오늘 저녁에 제가 꽃을 사 가지고 갈게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가지고 왔어요.

12과

1. A/V-아 (반말)
①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友だちや目下の人に話す時に使用します。
② 입말에서 사용합니다.
話し言葉で使用します。

예)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 마. 눈이 나빠질 거야.
내일이 발표니까 오늘 같이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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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1. V-기로 하다
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결심(자신과의 약속)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話し手が自分の決意(自分との約束)を話すときに使用します。
②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他の人と約束したことを話す時に使用します。
예)
앞으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로 했어요.
금요일에 반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2. (제가) V-을까요?
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이나 할 동작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
을 물어 볼 때, 동의 또는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話し手が他者に自分がしたい動作や、したい動作について相手の考えを聞く時、同
意もしくは許可を求めるときに使用します。

예)
가: 이 화분을 어디에 놓을까요?

나: 거기 책상 위에 놓으세요.

가: 손님, 김밥을 몇 줄 포장해 드릴까요?

나: 세 줄 포장해 주세요.

가: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나: 그럼요, 앉아요.

14과

1. V-은 적이 있다/없다
①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過去の経験の有無を表現するときに使用します。
② 쉽게 해 볼 수 없는 일, 자주 할 수 없는 일을 해 봤을 때는 'V-아/어/해 본 적이 있다
(한 번 경험한 일)'라고 합니다.
簡単にできないこと、頻繁にできないことをしてみた時は'V-아/어/해 본 적이 있다(한 번
경험한 일)'と言います。

예)
친구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저는 순대를 먹어 본 적이 없어요.

- 8 -

2. V-을래요?
① 듣는 사람에게 제안을 할 때 사용합니다.
聞き手に提案をする時に使用します。
② 듣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아/어/해 줄래요?'로 말합니다.
聞き手にお願いをする時に使用しますが、通常'-아/어/해 줄래요?'と言います。
③ 듣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聞き手の考えを尋ねる時に使用します。
④ 입말에서 사용합니다.
話し言葉で使用します。
예)
가: 누가 간식을 사 가지고 올래요?

나: 제가 사 가지고 올게요.

가: 뚜안 씨, 저 좀 도와줄래요?

나: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가: 유리코 씨, 뭘 먹을래요?

나: 저는 볶음밥을 먹을게요.

15과
1. V-기가
① 어떤 일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ある事実に対する話し手の意見や考えを表す時に使用します。
② '좋다/싫다, 재미있다/재미없다, 편하다/불편하다, 어렵다/쉽다, 힘들다' 등의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좋다/싫다、재미있다/재미없다、편하다/불편하다、어렵다/쉽다、힘들다'等の形容詞を使
用します。
예)
내일부터 연휴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뭐예요?

2. A/V-을지 모르겠다
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未来の出来事を正確にわからない時に使用します。

예)
가: 내일 놀러가고 싶은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 일이 언제 끝나요?
나: 할 일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가: 점심에 뭘 먹을 거야?

나: 글쎄, 뭘 먹을지 아직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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