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用言の時制による語尾変化

            現在形 　　　　　　過去形

叙述形（丁寧語） 尊敬語 叙述形（丁寧語） 尊敬形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아요（陽母音） ㅂ니다（母） 세요　（母） 십니다   （母） 았어요（母） 았습니다 셨어요  （母） 셨습니다

어요（陰母音） 습니다（子） 으세요（子） 으십니다（子） 었어요（子） 었습니다 으셨어요（子） 으셨습니다

** ** **

보다 （見る） 보아요 봅니다 보세요 보십니다 봤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받다 받아요 받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받었어요 바었습니다 받셨아요 받셨습니다

전화하다（電話する） 전화해요 전화합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십니다 전화했어요 젆화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셨습니다

하다（行う） 해요 합니다 하세요 하십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대답하다（答える） 대답해요 대답합니다 대답하세요 대답하십니다 대답했어요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조사하다（調べる） 조사해요 조사합니다 조사하세요 조사하십니다 조사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조사하셨어요 조사하셨습니다

청소하다（掃除する） 청소해요 청소합니다 청소하세요 청소하십니다 청소했어요 청소했습니다 청소하셨어요 청소하셨습니다

공부하다 공부해요 공부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십니다 공부했어요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습니다

생각하다（思う、考える）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십니다 생각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솄어요 생각하셨습니다

심심하다（退屈だ） 심심해요 심심합니다 심심하세요 심심하십니다 심심했어요 심심했습니다 심심하셨어요 심심하셨습니다

찍다（撮る） 찍어요 찍습니다 찍으세요 찍으십니다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찍으셨어요 찍으셨습니다

 있다 (없다)    動詞、形容詞있어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있으십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으셨어요 있으셨습니다

가다 가요 갑니다 가세요 가십니다 갔어요 갔습니다 가셨어요 가셨습니다

만나다（会う） 만나요 만납니다 만나세요 만나십니다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만나셨습니다

사다（買う） 사요 삽니다 사세요 사십니다 샀어요 샀습니다 사셨어요 사셨습니다

싸다（安い） 尊敬語は無い 싸요 쌉니다 쌌어요 쌌습니다

타다（乗る） 타요 탑니다 타세요 타십니다 탔어요 탔습니다 타셨어요 타셨습니다

자다（寝る） 자요 잡니다 자세요 자십니다 잤어요 잤습니다 자셨어요 자셨습니다

자다の尊敬語は주무시다になる。

주무시다（寝る） 주무셔요 주무십니다 주무세요 주무시십니다 주무셨어요 주무셨습니다 주무시셨어요 주무시셨습니다

떠나다（去る） 떠나요 떠납니다 떠나세요 떠나십니다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떠나셨어요 떠나셨습니다

떠나가다（去っていく）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세요 떠나가십니다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나가다（出かける）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세요 나가십니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가셨어요 나가셨습니다



자라다（育つ） 자라요 자랍니다 자라세요 자라십니다 자랐어요 자랐습니다 자라셨어요 자라셨습니다

지나가다（通り過ぎる）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세요 지니가십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습니다

태어나다（生まれる） 태어나요 태어납니다 태어나세요 태어나십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습니다

나타나다（表れる）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나타나세요 나타나십니다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찾아가다（訪ねていく）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십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놀라다（驚く） 놀라요 놀랍니다 놀라세요 놀라십니다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놀라셨습니다

짜다（塩辛い） 짜요 짭니다 食べ物に使うので、尊敬語は無い。

지나다（過ぎる） 지나요 지납니다 지나세요 지나십니다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지나셨어요 지나셨습니다

서다（立つ、止まる） 서요 섭니다 서세요 서십니다 섰어요 섰습니다 서셨어요 서셨습니다

일어서다（立ち上がる,起きる） 일어서요 일어섭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십니다 일어섰어요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셨어요 일어서셨습니다

건너다（渡る） 건너요 건넙니다 건너세요 건너십니다 건넜어요 건녔습니다 건너셨어요 건너셨습니다

나서다（進み出る） 나서요 나섭니다 나서세요 나서십니다 나셨어요 나셨습니다 나셨어요 나셨습니다

들어서다（入る） 들어서요 들어섭니다 들어서세요 들어서십니다 들어섰어요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셨어요 들어서셨습니다

돌아서다（振り返る） 돌아서요 들아섭니다 들아서세요 들아서십니다 돌아섰어요 들아섰습니다 들아서셨어요 들아서셨습니다

오다（来る） 와요 옵니다 오세요 오십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세오다（止める） 세워요 세웁니다 세우세요 세우십니다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세우셨어요 세우셨습니다

나오다（出る） 나워요 나옵니다 나오세요 나오십니다 나웠어요 나웠습니다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주다（与える） 줘요 줍니다 주세요 주십니다 줬어요 줬습니다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배우다（学ぶ、習う） 배워요 배웁니다 배우세요 배우십니다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우셨어요 배우셨습니다

바꾸다（変える） 바꿔요 바꿉니다 바꾸세요 바꾸십니다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바꾸셨습니다

나누다（分ける） 나눠요 나눕니다 나누세요 나누십니다 나눴어요 나눴습니다 나누셨어요 나누셨습니다

싸우다（喧嘩する） 싸워요 싸웁니다 싸우세요 싸우십니다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싸우셨어요 싸우셨습니다

감추다（隠す） 감춰요 감춥니다 감추세요 감추십니다 감췄어요 감첬습니다 감추셨어요 감추셨습니다

외우다（暗記する） 외워요 외웁니다 외우세요 외우십니다 외웠어요 외웠습니다 외우셨어요 외우셨습니다

비우다（空にする） 비워요 비웁니다 비우세요 비우십니다 비웠어요 비웠습니다 비우셨어요 비우셨습니다

다루다（扱う） 다뤄요 다룹니다 다루세요 다루십니다 다뤘어요 다뤘습니다 다루셨어요 다루셨습니다

멈추다（泊まる） 멈춰요 멈춥니다 멈추세요 멈추십니다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멈추셨어요 멈추셨습니다

갖추다（備える） 갖춰요 갖춥니다 갖추세요 갖추십니다 잦췄어요 갖췄습니다 갖추셨어요 갖추셨습니다

가만두다（ほっておく） 가만둬요 가만둡니다 가만두세요 가만두십니다 가만뒀어요 가만뒀습니다 가만두셨어요 가만두셨습니다

끼우다（はめる） 끼워요 끼웁니다 끼우세요 끼우십니다 끼웠어요 끼웠습니다 끼우셨어요 끼우셨습니다

마시다（飲む） 마셔요 마십니다 마시세요 마시십니다 마셨어요 마셨습니다 마시셨어요 마시셨습니다



보이다（見える）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다 보였어요 보였습니다 보이셨어요 보이셨습니다

다니다（通う） 다녀요 다닙니다 다니세요 다니십니다 다녔어요 다녔습니다 다니셨어요 다니셨습니다

기다리다（待つ）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빌리다（借りる） 빌려요 빌립니다 빌리세요 빌리십니다 빌렸어요 빌렸습니다 빌리셨어요 빌리셨습니다

가르치다（教える）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가드치세요 가르치십니다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드시다（召し上がる） 드셔요 드십니다 드세요 드십니다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드시셨어요 드시셨습니다

불이다（貼る） 붙여요 붙입니다 붙이세요 붙이십니다 볼였어요 붙였습니다 붙이셨어요 붙이셨습니다

모이다（集まる） 모여요 모입니다 모이세요 모이십니다 모였어요 모였습니다 모이셨어요 모이셨습니다

마치다（終える） 마쳐요 마칩니다 마치세요 마치십니다 마쳤어요 마쳤습니다 마치셨어요 마치셨습니다

지다（負ける） 져요 집니다 지세요 지십니다 졌어요 졌습니다 지셨어요 지셨습니다

지키다（守る） 지켜요 지킵니다 지키세요 지키십니다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피다（咲く） 펴요 人間には使わない。

이기다（勝つ） 이겨어요 이깁니다 이기세요 이기십니다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키셨어요 이키셨습니다

달리다（走る） 달려요 달립니다 달리세요 달리십니다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달리셨어요 달리셨습니다

그리다（描く） 그려요 그립니다 그리세요 그리십니다 그렸어요 그렸습니다 그리셨어요 그리셨습니다

들리다（聞こえる） 들려요 들립니다 들리세요 들리십니다 들렸어요 들렸습니다 들리셨아요 들리셨습니다

돌리다（まわす） 돌려요 돌립니다 돌리세요 돌리십니다 돌렸어요 돌렸습니다 돌리셨어요 돌리셨습니다

알리다（知らせる） 알려요 알립니다 알리세요 알리십니다 알렸어요 알렸습니다 알리셨어요 알리셨습니다

치다（打つ） 쳐요 칩니다 치세요 치십니다 쳤어요 쳤습니다 치셨어요 치셨습니다

내리다（下がる,降りる） 내려요 내립니다 내리세요 내리십니다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내리셨어요 내리셨습니다

입다（着る） 입어요 입습니다 입으세요 입으십니다 입었어요 입었습니다 입으셨어요 입으셨습니다

죽다（死ぬ） 죽어요 죽십니다 죽으세요 죽으십니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믿다（信じる） 믿어요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다 미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으셨어요 믿으셨습니다

펴다（広げる） 펴요 폅니다 펴세요 펴십니다 폈어요 폈습니다 펴셨어요 펴셨습니다

켜다（火をつける） 켜요 켭니다 겨세요 켜십니다 켰어요 켰습니다 키셨어요 키셨습니다

세다（数える） 세요 셉니다 세세요 세십니다 셌어요 세습니다 세셨어요 세셨습니다

보내다（送る） 보내요 보냅니다 보내세요 보내십니다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다

내다（出す） 내요 냅니다 내세요 내십니다 냈어요 냈습니다 내셨어요 내셨습니다

끝내다（終える） 끝내요 끝냅니다 끝내세요 끝내십니다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끝내셨어요 끝내셨습니다

지내다（過ごす） 지내세요 지냅니다 지내세요 지내십니다 지냈어요 지냈습니다 지내셨어요 지내셨습니다

나타내다（表す） 나타내요 나타냅니다 나타내세요 나타내십니다 나타냈어요 나타냈습니다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깨다（覚める） 깨요 깹니다 깨세요 깨십니다 깼어요 깼습니다 깨셨어요 깨셨습니다

매다（結ぶ） 매요 맵니다 매세요 매십니다 맺어요 맺습니다 매셨어요 매셨습니다

개다（晴れる） 개요 갭니다 개세요 개십니다 갰어요 갰습니다 개셨어요 개셨습니다

대다（当てる） 대요 댑니다 대세요 대십니다 댔어요 댔습니다 대셨어요 대셨습니다

빼다（抜く） 빼요 뺍니다 빼세요 빼십니다 뺐어요 뺐습니다 빼셨어요 빼셨습니다

없애다（なくす） 없애요 없앱니다 없애세요 없애십니다 없앴어요 없었습니다 없애셨어요 없애셨습니다

되다（なる） 돼요 됩니다 되세요 되십니다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찾다（探す） 찾아요 찾습니다 찾으세요 찾으십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다

닫다（閉める） 닫어요 닫습니다 닫으세요 닫으십니다 닫았어요 닫았습니다 닫으셨어요 닫으셨습니다

먹다（食べる） 먹어요 먹습니다 먹으세요 먹으십니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먹으셨어요 먹으셨습니다

앉다（座る） 앉아요 앉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십니다 앉었어요 앉었습니다 앉으셨어요 앉으셨습니다

넣다（入れる） 넣어요 넣습니다 넣으세요 넣으십니다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넣으셨어요 넣으셨습니다

팔다（売る） 팔아요 팝니다 파세요 파십니다 팔었어요 팔았습니다 파셨어요 파셨습니다 ㄹ語幹

알다（知る、わかる）　 알아요 압니다 아세요 아십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솄어요 아셨습니다

살다（生きる、暮らす） 살아요 삽니다 사세요 사십니다 샬았어요 살았습니다 사셨어요 사셨습니다

울다（泣く） 울어요 웁니다 우세요 우십니다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놀다（遊ぶ） 놀어요 놉니다 노세요 노십니다 놀았어요 놀았습니다 노셨어요 노셨습니다

걸다（かける） 걸아요 겁니다 거세요 거십니다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거셨어요 거셨습니다

날다（飛ぶ） 날아요 납니다 나세요 나십니다 날았어요 날았습니다 나셨어요 나셨습니다

늘다（増える） 늘어요 늡니다 느세요 느십니다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느셨어요 느셨습니다

돌다（回る） 돌어요 돕니다 도세요 도십니다 돌았어요 돌았습니다 도셨어요 도셨습니다

불다（吹く） 불어요 붑니다 부세요 부십니다 불었어요 불었습니다 부셨어요 부셨습니다

열다（開ける） 열어요 엽니다 여세요 여십니다 열었어요 열었습니다 여셨어요  여셨습니다

가늘다（細い） 가늘어요 가늡니다 가느세요 가느십니다 가늘었어요 가늘었습니다 가느셨어요 가느셨습니다

달다（甘い） 달아요 답니다 다세요 다십니다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다셨어요 다셨습니다

멀다（遠い） 멀아요 멉니다 머셰요 머십니다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머셨어요 머셨습니다

힘들다（疲れる）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드세요 힘드십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어요 힘드셨습니다

変則の用言

            現在形 　　　　　　過去形

叙述形（丁寧語） 尊敬語 叙述形（丁寧語） 尊敬形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해요体 합니다体

낫다（治まる,すぐれている）陽母 나아요 낫습니다 나으세요 나으십니다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나으셨어요 나으셨습니다 ㅅ変

짓다（建てる）　　　　陰母 지어요 짓습니다 지으세요 지으십니다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지으셨어요 지으셨습니다

잇다（つなぐ） 이어요 잇습니다 이으세요 이으십니다 이었어요 이었습니다 이으셨어요 이으셨습니다

젓다（かき混ぜる） 저어요 젓습니다 저으세요 저으십니다 저었어요 저었습니다 저으셨어요 저으셨습니다

긋다（線を引く） 그어요 긋습니다 그으세요 그으십니다 그었어요 그었습니다 그으셨어요 그으셨습니다

붓다（注ぐ、むくむ） 부어요 붓습니다 부으세요 부으십니다 부었어요 부었습니다 부으셨어요 부으셨습니다

어렵다（難し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려우십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습니다 ㅂ変

가깝다（近い）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가까우세요 가까우십니다 가까웠어요 가까웠습니다 가까우셨어요 가까우셨습니다

고맙다（ありがた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우세요 고마우십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웠습니다 고마우셨어요 고마우셨습니다

덥다（暑い） 더워요 덥습니다 더우세요 더우십니다 더웠어요 더웠습니다 더우셨어요 더우셨습니다

춥다（寒い） 추워요 춥습니다 추우세요 추우십니다 추웠어요 추웠습니다 추우셨어요 추우셨습니다

맵다（辛い） 매워요 맵습니다 매우세요 매우십니다 매웠어요 매웠습니다 매우셨어요 매우셨습니다

즐겁다（楽しい）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즐거우세요 즐거우십니다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습니다

돕다（助ける） 도와요 돕습니다 도우세요 도우십니다 도왔어요 도왔습니다 도우셨어요 도우셨습니다

곱다（優しい,きれいだ） 고와요 곱습니다 고우세요 고우십니다 고왔어요 고왔습니다 고우셨어요 고우셨습니다

더럽다（汚い）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더러우세요 더러우십시다 더러웠어요 더러웠습니다 더러우셨어요 더러우셨습니다

반갑다（うれしい、懐かしい））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우세요 반가우십니다 반가웠어요 반가웠습니다 반가우셨어요 반가우셨습니다

굽다（焼く） 구워요 굽습니다 구우세요 구우십니다 구웠어요 구웠습니다 구우셨어요 구우셨습니다

눕다（横になる） 누워요 눕습니다 누우세요 누우십니다 누웠어요 누웠습니다 누우셨어요 누우셨습니다

줍다（拾う） 주워요 줍습니다 주우세요 주우십니다 주웠어요 주웠습니다 주우셨어요 주우셨습니다

무겁다（重い）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무거우세요 무거우십니다 무거웠어요 무거웠습니다 무거우셨어요 무거우셨습니다

쉽다（易しい） 쉬워요 쉽습니다 쉬우세요 쉬우십니다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쉬우셨어요 쉬우셨습니다

아름답다（美しい）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우셨어요 아름다우셨습니다

어둡다（暗い）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어두우세요 어두우십니다 어두웠어요 어두웠습니다 어두우셨어요 어두우셨습니다

외롭다（心細い）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외로우세요 외로우십니다 외로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외로우셨어요 외로우셨습니다

깨닫다（気づく）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으십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깨까달으셨어요 깨까달으셨습니다ㄷ変

묻다（尋ねる） 물어요 묻습니다 물으세요 물으십니다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물으셨어요 물으셨습니다

치닫다（駆け上がる）陽母 치달아요 치닫습니다 치달으세요 치달으십니다 치달았어요 치달았습니다 치달으셨어요 치달으셨습니다

듣다（聞く）　　　　　　陰母 들어요 듣습니다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닫다（走る）　閉めるの意味＊달아요 닫습나다 달으세요 달으십니다 달었어요 달었습나다 달으셨어요 달으셨습니다

걷다（歩く）           　陰母 걸어요 걷습니다 걸으세요 걸으십니다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걸으셨어요 걸으셨습니다



노랗다（黄色い）           노란 노래요 노랗습니다 노라세요 노라십니다 노랬어요 노랬습니다 노라셨어요 노라셨습니다 ㅎ変

새하얗다（真っ白い）     하얀새하얘요 새하얗습니다 새하야세요 새하야십니다 새하얬어요 새하앴습니다 새하야셨어요 새하야셨습니다

부옇다（ぼやけている） 부연 부얘요 부옇습니다 부여세요 부여십니다 부얬어요 부얬습니다 부여셨어요 부여셨습니다

까맣다（黒い）          까만 까매요 까맣습니다 까마세요 까마십니다 까맸어요 까맸습니다 까마셨어요 까마셨습니다

빨갛다（赤い）        빠간 빨개요 빨갛습니다 빨가세요 빨가십니다 빨갰어요 빨갰습니다 빨가셨어요 빨가셨습니다

파랗다（青い）         파란 파래요 파랗습니다 파라세요 파라십니다 파랬어요 파랬습니다 파라셨어요 파라셨습니다

이렇다（こうだ）     이런 이래요 이렇습니다 이러세요 이러십니다 이랬어요 이랬습니다 이러셨어요 이러셨습니다

그렇다（そうだ）    그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십니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습니다

저렇다（ああだ）         저런 저래요 저렇습니다 저러세요 저러십니다 저랬어요 저랬습니다 저러셨어요 저러셨습니다

어떻다（どうだ）    　  어떤 어때요 어떻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십니다 어땠어요 어땠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다

모르다（知らな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모르십니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모르셨습니다 르変

빠르다（速い） 빨라요 빠릅니다 빠르세요 빠르십니다 빨랐어요 빨랐습니다 빠르셨어요 빠르셨습니다

부르다（呼ぶ、歌う,満腹だ） 불러요 부릅니다 부르세요 부르십니다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자르다（切る） 잘라요 자릅니다 자르세요 자르십니다 잘랐어요 잘랐습니다 자르셨어요 자르셨습니다

누르다（押す、押える） 눌러요 누릅니다 누르세요 누르십니다 눌렀어요 눌렀습니다 누르셨어요 누르셨습니다

흐르다（流れる） 흘러요 흐릅니다 흐르세요 흐르십니다 흘렀어요 흘렀습니다 흐르셨어요 흐르셨습니다

다르다（異なっている）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세요 다르십니다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다르셨어요 다르셨습니다

오르다（上がる） 올라요 오릅니다 오르세요 오르십니다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오르셨어요 오르셨습니다

고르다（選ぶ） 골라요 고릅니다 고르세요 고르십니다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고르셨어요 고르셨습니다

기르다（育てる） 길러요 기릅니다 기르세요 기르십니다 길렀어요 길렀습니다 기르셨어요 기르셨습니다

나르다（運ぶ） 날라요 나릅니다 나르세요 나르십니다 날랐어요 날랐습니다 나르셨어요 나르셨습니다

마르다（乾く） 말라요 마릅니다 마르세요 마르십니다 말랐어요 말랐습니다 마르셨어요 마르셨습니다

바르다（塗る） 발라요 바릅니다 바르세요 바르십니다 발랐어요 발랐습니다 바르셨어요 바르셨습니다

서두르다（急ぐ） 서둘러요 서두릅니다 서두르세요 서두르십니다 서둘렀어요 서둘렀습니다 서두르셨어요 서두르셨습니다

서투르다（下手だ） 서툴러요 서투릅니다 서투르세요 서투르십니다 서툴렀어요 서툴렀습니다 서투르셨어요 서투르셨습니다

이르다（早い） 일러요 이릅니다 이르세요 이르십니다 일렀어요 일렀습니다 이르셨어요 이르셨습니다

모으다（集める） 모아요 모읍니다 모으세요 모으십니다 모았어요 모았습니다 모으셨어요 모으셨습니다 으変

바쁘다（忙しい） 바빠요 바쁩니다 바쁘세요 바쁘십니다 바빴어요 바빴습니다 바쁘셨어요 바쁘셨습니다

크다（大きい） 커요 큽니다 크세요 크십니다 컸어요 컸습니다 크셨어요 크셨습니다

쓰다（書く、使う、苦い） 써요 씁니다 쓰세요 쓰십니다 썼어요 썼습니다 쓰셨어요 쓰셨습니다

뜨다（浮かぶ、目を開ける） 떠요 뜹니다 뜨세요 뜨십니다 떴어요 떴습니다 뜨셨어요 뜨셨습니다

끄다（火を消す） 꺼요 끕니다 끄세요 끄십니다 껐어요 껐습니다 끄셨어요 끄셨습니다



기쁘다（うれしい） 기뻐요 기쁩니다 기쁘세요 기쁘십니다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기쁘셨어요 기쁘셨습니다

나쁘다（悪い） 나빠요 나쁩니다 나쁘세요 나쁘십니다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나쁘셨어요 나쁘셨습니다

여쁘다（きれいだ） 예뻐요 예쁩니다 예쁘세요 예쁘십니다 예뻤어요 예뻤습니다 예쁘셨어요 예쁘셨습니다

아프다（痛い）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세요 아프십니다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아프셨어요 아프셨습니다

고프다（空腹だ） 고파요 고픕니다 고프세요 고프십니다 고팠어요 고팠습니다 고프셨어요 고프셨습니다

담그다（漬ける） 담가요 담급니다 담그세요 담그십니다 담갔어요 담갔습니다 담그셨어요 담그셨습니다

슬프다（悲しい） 슬퍼요 슬픕니다 슬프세요 슬프십니다 슬펐어요 슬펐습니다 슬프셨어요 슬프셨습니다

따르다（従う、酒などを注ぐ） 따라요 따릅니다 따르세요 따르십니다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따르셨어요 따르셨습니다

이르다（至る） 이르러요 이릅니다 이르세요 이르십니다 이르렀어요 이르렀습니다 이르셨어요 이르셨습니다 러変

노르다（黄色い） 노르러요 노릅니다 노르세요 노르십니다 노르렀어요 노르렀습니다 노르셨어요 노르셨습니다

푸르다（青い） 푸르러요 푸릅니다 푸르세요 푸르십니다 푸르렀어요 푸르렀습나다 푸릇셨어요 푸르셨습니다

누르다（黄色い） 누르러요 누릅니다 누르세요 누르십니다 누르렀어요 누르렀습니다 누르셨어요 누르셨습니다

말하다（言う、話す） 말해요 하変

**・・・・この列のパッチムノ無いもので縮約、脱落が起こるものが有る。

陽母音語幹・陰母音語幹 （語幹＋아/어.여：～て）

用言の連用形はパッチムが有る場合は中声が,無い場合は語幹末音節の母音が

　　　　　　　　　　ㅏ,ㅗ,ㅑ,ㅛ,ㅘ,ㅚ,ㅐなど 陽母音語幹　 아

陰母音語幹   어

 過去形で縮約・脱落が起こる語尾

陰母音語幹　입다 →　입+ 어 ＝　　입어（着て） 　　　　　　　①パッチムの無い「ㅏ,ㅗ」の母音語幹に「ー았ー」が結合すると縮約。脱落が起こる。

하다用言の場合 　　　　　　　　　パッチムがある場合は縮約は起らない。

「ㅏ」の母音語幹に「ー았ー」が結合する場合　　「ㅏ＋았 →　았」

「ㅗ」の母音語幹に「-았-」が結合する場合「ㅗ＋았 →　왔」

　　　　　　　② パッチムの無い「」以外の母音語幹に「-었-」が結合すると縮約や脱落が起こる。

母音が脱落する場合 パッチムが有る場合は縮約は起こらない。

ㅏ  +  아  →　　ㅏ ⅰ．ㅓの母音語幹に「-었-」が結合する場合。「ㅓ＋었→었」

ㅓ  +  어  →　　ㅓ ⅱ．「ㅜ」に「-었-」が結合する場合「ㅜ+었 →　웠」

ㅐ  +  어  →     ㅐ ⅲ．「ㅣ」に「－었-」が結合する場合「ㅣ+었 →　였」

ㅔ  +  어  →     ㅔ ⅳ．「ㅐ」に「-었-」が結合する場合。「ㅐ+었 →　앴」쉬다（休む）　→　　쉬었다（休んだ）

ㅕ  +  어  →     ㅕ  쥐다（握る）　→　　쥐었다（握った）
母音が一緒になる場合 　　　　　　　＊ 用言の語幹が「ㅟ」で終っている場合は縮約しない뛰다（走る）

ㅗ  +  아 →　ㅘ                      보다 　 건너뛰다（飛び越える）→보아  →　봐  (오다の連用形は와, だけ）

陽母音語幹　깎다 →　깎 +아   ＝　　깎아（まけて）

　　　　공부하다 →　　공부하  +  여  ＝　공부하여

連用形の縮約形（母音語幹の用言のみに起こる）

가다  →　　（가아) 　→　　가

　　　　　　　　　　ㅏ,ㅗ,ㅑ,・・・・以外は

서다（立つ、止まる）→（서어)→　서
보내다（送る）→보내어 ; 보내여→  보내
세다　（数える）→ 세어 ; 세여　→ 세
펴다　（広げる）→(펴어) → 펴



ㅜ  +  어 →　ㅝ                      주다 사귀다（付き合う）

               * 尊敬形で尋ね、丁寧形で答える。

→주어 →  줘  （与えて）
ㅣ  +  어→ ㅕ           　　　  마시다（飲む）→　　　마시어：마시여→마셔
하+여→해                   　　　　  공부하다→공부해여→공부해
ㅚ  +  어 →　ㅙ                　   되다（なる）→　　　　되어 ; 되여  →　돼
「母音終わりの名詞＋指定詞이다の場合」　이+어  →　　여
        감기이다（風邪だ）→　감기이어 ; 감기이여　→　감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