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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for Verb and Adjective Tables 

 
An asterisk (*) following a word in the table is used to indicate an exception 

to the conjugation rule. For example, 드세요 is the honorific form of eat 

(not 먹으세요 ). 

 

Where headings do not distinguish between a question or statement form, 

the same form is used for both.    

 

An ‘x’ indicates that the conjugation for that cell is not applicable. For 

example, there is no formal honorific form of 싸(cheap), ‘싸십니다’, 

becaus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would not be a human being and 

therefore we cannot use an honorific form.    

 

 A ‘q’ following a word in the table is used to indicate that the form given 

only applies to questions. For example, 맛있으세요?  can only be used to 

say ‘Do you find it delicious?’ and not ‘That food is delicious’, becaus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s not a human being and therefore we cannot use an 

honorific form.  

 
 
The Korean words for handsome, old (human being), old (things), thin 

(people) and  ugly are often used with 었, so this has been added to the 

stems of each (stem+었):  

 

 잘생기+었     잘생겼 

 늙+었     늙었 

 낡+았    낡았 

 마르+았   말랐 

 못생기+었  못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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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ertain perception words such 흥미있 (interesting) and 피곤하(tired), 

the  honorific statement form ‘+{으}세요’ cannot be  used for third persons.  

Therefore, this form has been omitted from the tables, where the +(아/어) 

하세요 form can be used as the alternative.   

싫 (hate; dislike) is listed under the title of adjectives since it is an adjective 

in Korean and does not follow the same conjugation rules as a verb.   

 

Instead of dictionary form, the verb or adjective stem has been provided in 

the following appendices.  Therefore, you will need to add 다 to the stem to 

look up a particular word in the dictionary. For example,싫 would appear 

under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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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njugation Rules of Verb & Adjective 

ㅅ 

rule 

When the stem ends in ㅅ, the ㅅ is removed when the next 

syllable starts with a vowel. For example, 짓 (build) becomes 

지어요( build) and 지으면 (if you build).    

 

ㄷ 

Rule 

When the stem ends in ㄷ, the ㄷ is removed when the next 

syllable starts with a vowel . For example, 듣 becomes 들어요 

(listen).    

 

ㄹ 

rule 

When the stem ends in ㄹ, the ㄹ is removed when the next 

syllable starts with ㄴ, ㄹ, ㅂ, 오, or 시 . For example, 길(long) 

becomes 깁니다 (is long) and 기니까 (because it’s long).    

 

ㅂ 

rule 

When the stem ends in ㅂ, the ㅂ changes into 오 before +아 

and 우 before +어. For example, 돕 becomes 도와요(help) 

and 아름답 becomes 아름다워요(beautiful).  

 

으 

rule 

When the stem ends in ㅡ, the ㅡ is deleted when the next 

syllable starts with a vowel. For example, 크 (big) 

becomes 커요(is big) and 아프(sick) becomes 아파요(is sick).  

 

르 

rule 

When forming the +(아/어) form of stems that end in 르, 르 is 

deleted and +ㄹ라/ㄹ러 are added to the stem. For example 

자르 becomes 잘라요(cut) and 부르 becomes 불러요(sing).  

  

여 

rule 

For stems ending in 하, 하여 can be found instead of 해 in 

some formal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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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rule 

When the adjective stem ends in ㅎ, the ㅎ is deleted when the 

next syllable starts with ㄴ or ㅁ. For example, 파랗 

becomes 파라면 (if…is blue).  

 

 

The following rules are less common: 

 

거라  

rule 

When forming the +(아/어)라 form of 가 (go) to give a 

command, 가거라 is used.  

 

너라  

rule 

When forming the +(아/어)라 form of 오 (come) to give a 

command, 오너라 is used. 

 

러  

rule 

When forming the +어 or +어서 form of some stems such as 

이르 and 푸르, +러 and +러서 are used instead. For example, 

이르러서(reach so that); 푸르러서(is blue so that).  

 

우  

rule 

When forming the +어 or +어서 form of some stems such as 

푸, ㅜ is deleted. For example 퍼서(scoop u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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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pular ‘be’ 

 

Present Tense (‘is’ and ‘are’) 

 Casual 
Question 

Casual 
Question 

Casual Polite Honorific 

be +{이}니? +{이}냐? +{이}야 +{이에요/예요} +{이}세요 

be not 아니니? 아니냐?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세요 

 

 

Past Tense (‘was’ and ‘were’) 

 Casual 
Question 

Casual 
Question 

Casual Polite Honorific 

be +{이었/였}니? +{이었/였}냐? {이었/였}어 {이었/였}요 +{이}셨어요 

 

be not 아니었니? 아니었냐?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셨어요 

 

 

Future Tense (‘will be’) 

 Casual 
Question 

Casual 
Question 

Casual Polite Honorific 

be x x +{일/ㄹ} 거야 +{일/ㄹ} 

거예요 

+{이}실 거예요 

be not x x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아니실 거예요 

 

With +ㄴ데(요) ending 

 Present Past Future (Suppostition) 

be +{인/ㄴ}데(요) +{이었/였}는데(요) +{일/ㄹ} 건데(요) 

be not 아닌데(요) 아니었는데(요) 아닐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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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l 

Statement 
 

Formal 
Statement 
Honorific  

Formal 
Question 
 

Formal  
Question 
Honorific 

be +{입/ㅂ}니다 +{이}십니다 +{입ㅂ}니까? +{이}십니까? 

be not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Formal 

Statement 
 

Formal 
Statement 
Honorific  

Formal 
Question 
 

Formal  
Question 
Honorific 

be +{이었/였}습니

다 

+{이}셨습니다 +{이었/였}습니

까? 

+{이}셨습니까? 

be not 아니었습니다 아니셨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아니셨습니까? 

 

 

 

 Formal 
Statement 
 

Formal 
Statement 
Honorific  

Formal 
Question 
 

Formal 
Question 
Honorific 

be +{일/ㄹ} 겁니다 +{이}실 겁니다 x x 

be not 아닐 겁니다 아니실 겁니다 x x 

 

With +고 ending 

 Present Past Future (Suppostition) 

be +{이}고 +{이었/였}고 

 

+{일/ㄹ} 거고 

be not 아니고 아니었고 아닐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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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Verb Present Tense Endings 

 

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Casual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ask 물어보 물어보니 물어보냐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build 짓 짓니 짓냐 지어(요) 지으세요 

buy 사 사니 사냐 사(요) 사세요 

call 전화하 전화하니 전화하냐 전화해(요) 전화하세요 

choose 고르 고르니 고르냐 골라(요) 고르세요 

clean 청소하 청소하니 청소하냐 청소해(요) 청소하세요 

come 오 오니 오냐 와(요) 오세요 

cook (음식) 만들 만드니 만드냐 만들어(요) 만드세요 

dance (춤) 추 추니 추냐 춰(요) 추세요 

do 하 하니 하냐 해(요) 하세요 

draw 그리 그리니 그리냐 그려(요) 그리세요 

drink 마시 마시니 마시냐 마셔(요) 드세요* 

eat 먹 먹니 먹냐 먹어(요) 드세요* 

give 주 주니 주냐 줘(요) 주세요 

go 가 가니 가냐 가(요) 가세요 

go regularly 다니 다니니 다니냐 다녀(요) 다니세요 

help 도와주 도와주니 도와주냐 도와(요) 도와주세요 

leave 떠나 떠나니 떠나냐 떠나(요) 떠나세요 

listen 듣 듣니 듣냐 들어(요) 들으세요  

live 살 사니 사냐 살아(요) 사세요 

marry 결혼하 결혼하니 결혼하냐 결혼해(요) 결혼하세요 

meet 만나 만나니 만나냐 만나(요) 만나세요 

order 주문하 주문하니 주문하냐 주문해(요)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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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십니다 물어봅니까 물어보십니까 

짓습니다 지으십니다 짓습니까 지으십니까 

삽니다 사십니다 삽니까 사십니까 

전화합니다 전화하십니다 전화합니까 전화하십니까 

고릅니다 고르십니다 고릅니까 고르십니까 

청소합니다 청소하십니다 청소합니까 청소하십니까 

옵니다 오십니다 옵니까 오십니까 

만듭니다 만드십니다 만듭니까 만드십니까 

춥니다 추십니다 춥니까 추십니까 

합니다 하십니다 합니까 하십니까 

그립니다 그리십니다 그립니까 그리십니까 

마십니다 드십니다* 마십니까 드십니까* 

먹습니다 드십니다* 먹습니까 드십니까* 

줍니다 주십니다 줍니까 주십니까 

갑니다 가십니다 갑니까 가십니까 

다닙니다 다니십니다 다닙니까 다니십니까 

도와줍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줍니까 도와주십니까 

떠납니다 떠나십니다 떠납니까 떠나십니까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듣습니까 들으십니까  

삽니다 사십니다 삽니까 사십니까 

결혼합니다 결혼하십니다 결혼합니까 결혼하십니까 

만납니다 만나십니다 만납니까 만나십니까 

주문합니다 주문하십니다 주문합니까 주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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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play 치 치니 치냐 쳐(요) 치세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두니 그만두냐 그만둬(요) 그만두세요 

quit (smoking) 끊 끊니 끊냐 끊어(요) 끊으세요 

read 읽 읽니 읽냐 읽어(요) 읽으세요 

rest 쉬 쉬니 쉬냐 쉬어(요) 쉬세요 

sing 부르 부르니 부르냐 불러(요) 부르세요 

sit down 앉 앉니 앉냐 앉아(요) 앉으세요 

sleep 자 자니 자냐 자(요) 주무세요*  

smoke 피우 피우니 피우냐 피워(요) 피우세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하니 이야기하냐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세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나니 일어나냐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start 시작하 시작하니 시작하냐 시작해(요) 시작하세요 

study 공부하 공부하니 공부하냐 공부해(요) 공부하세요 

swim 수영하 수영하니 수영하냐 수영해(요) 수영하세요 

take (vehicle) 타 타니 타냐 타(요) 타세요 

talk 말하 말하니 말하냐 말해(요) 말씀하세요* 

wait 기다리 기다리니 기다리냐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walk 걷 걷니 걷냐 걸어(요) 걸으세요 

watch 보 보니 보냐 봐(요) 보세요 

wear 입 입니 입냐 입어(요) 입으세요 

wear (shoes) 신 신니 신냐 신어(요) 신으세요 

work 일하 일하니 일하냐 일해(요) 일하세요 

write 쓰 쓰니 쓰냐 써(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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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칩니다 치십니다 칩니까 치십니까 

그만둡니다 그만두십니다 그만둡니까 그만두십니까 

끊습니다 끊으십니다 끊습니까 끊으십니까 

읽습니다 읽으십니다 읽습니까 읽으십니까 

쉽니다 쉬십니다 쉽니까 쉬십니까 

부릅니다 부르십니다 부릅니까 부르십니까 

앉습니다 앉으십니다 앉습니까 앉으십니까 

잡니다 주무십니다*  잡니까 주무십니까*  

피웁니다 피우십니다 피웁니까 피우십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십니다 일어납니까 일어나십니까 

시작합니다 시작하십니다 시작합니까 시작하십니까 

공부합니다 공부하십니다 공부합니까 공부하십니까 

수영합니다 수영하십니다 수영합니까 수영하십니까 

탑니다 타십니다 탑니까 타십니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립니까 기다리십니까 

걷습니다 걸으십니다 걷습니까 걸으십니까 

봅니다 보십니다 봅니까 보십니까 

입습니다 입으십니다 입습니까 입으십니까 

신습니다 신으십니다 신습니까 신으십니까 

일합니다 일하십니다 일합니까 일하십니까 

씁니다 쓰십니다              씁니까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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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Verb Past Tense Endings 

 

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ask 물어보 물어봤니 물어봤냐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build 짓 지었니 지었냐 지었어(요) 지으셨어요 

buy 사 샀니 샀냐 샀어(요) 사셨어요 

call 전화하 전화했니 전화했냐 전화했어(요) 전화하셨어요 

choose 고르 골랐니 골랐냐 골랐어(요) 고르셨어요 

clean 청소하 청소했니 청소했냐 청소했어(요) 청소하셨어요 

come 오 왔니 왔냐 왔어(요) 오셨어요 

cook (음식) 만들 만들었니 만들었냐 만들었어(요) 만드셨어요 

dance (춤) 추 췄니 췄냐 췄어(요) 추셨어요 

do 하 했니 했냐 했어(요) 하셨어요 

draw 그리 그렸니 그렸냐 그렸어(요) 그리셨어요 

drink 마시 마셨니 마셨냐 마셨어(요) 드셨어요* 

eat 먹 먹었니 먹었냐 먹었어(요) 드셨어요* 

give 주 줬니 줬냐 줬어(요) 주셨어요 

go 가 갔니 갔냐 갔어(요) 가셨어요 

go regularly 다니 다녔니 다녔냐 다녔어(요) 다니셨어요 

help 도와주 도와줬니 도와줬냐 도와줬어(요) 도와주셨어요 

leave 떠나 떠났니 떠났냐 떠났어(요) 떠나셨어요 

listen 듣 들었니 들었냐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live 살 살았니 살았냐 살았어(요) 사셨어요 

marry 결혼하 결혼했니 결혼했냐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meet 만나 만났니 만났냐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order 주문하 주문했니 주문했냐 주문했어(요) 주문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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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지었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지었습니까 지으셨습니까 

샀습니다 사셨습니다 샀습니까 사셨습니까 

전화했습니다 전화하셨습니다 전화했습니까 전화하셨습니까 

골랐습니다 고르셨습니다 골랐습니까 고르셨습니까 

청소했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했습니까 청소하셨습니까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습니까 만드셨습니까 

췄습니다 추셨습니다 췄습니까 추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렸습니다 그리셨습니다 그렸습니까 그리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드셨습니다* 마셨습니까 드셨습니까* 

먹었습니다 드셨습니다* 먹었습니까 드셨습니까* 

줬습니다 주셨습니다 줬습니까 주셨습니까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갔습니까 가셨습니까 

다녔습니다 다니셨습니다 다녔습니까 다니셨습니까 

도왔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도왔습니까 도와주셨습니까 

떠났습니다 떠나셨습니다 떠났습니까 떠나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살았습니다 사셨습니다 살았습니까 사셨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나셨습니다 만났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셨습니다 주문했습니까 주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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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play 치 쳤니 쳤냐 쳤어(요) 치셨어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뒀니 그만뒀냐 그만뒀어(요) 그만두셨어요 

quit 

(smoking) 끊 끊었니 끊었냐 끊었어(요) 끊으셨어요 

read 읽 읽었니 읽었냐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rest 쉬 쉬었니 쉬었냐 쉬었어(요) 쉬셨어요 

sing 부르 불렀니 불렀냐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sit down 앉 앉았니 앉았냐 앉았어(요) 앉으셨어요 

sleep 자 잤니 잤냐 잤어(요) 주무셨어요*  

smoke 피우 피웠니 피웠냐 피웠어(요) 피우셨어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했니 이야기했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셨어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났니 일어났냐 일어났어(요) 일어나셨어요 

start 시작하 시작했니 시작했냐 시작했어(요) 시작하셨어요 

study 공부하 공부했니 공부했냐 공부했어(요) 공부하셨어요 

swim 수영하 수영했니 수영했냐 수영했어(요) 수영하셨어요 

take (vehicle) 타 탔니 탔냐 탔어(요) 타셨어요 

talk 말하 말했니 말했냐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wait 기다리 기다렸니 기다렸냐 기다렸어(요) 기다리셨어요 

walk 걷 걸었니 걸었냐 걸었어(요) 걸으셨어요 

watch 보 봤니 봤냐 봤어(요) 보셨어요 

wear 입 입었니 입었냐 입었어(요) 입으셨어요 

wear (shoes) 신 신었니 신었냐 신었어(요) 신으셨어요 

work 일하 일했니 일했냐 일했어(요) 일하셨어요 

write 쓰 썼니 썼냐 썼어(요) 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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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쳤습니다 치셨습니다 쳤습니까 치셨습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뒀습니까 그만두셨습니까 

끊었습니다 끊으셨습니다 끊었습니까 끊으셨습니까 

읽었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읽었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쉬었습니다 쉬셨습니다 쉬었습니까 쉬셨습니까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불렀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앉았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앉았습니까 앉으셨습니까 

잤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잤습니까 주무셨습니까*  

피웠습니다 피우셨습니다 피웠습니까 피우셨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공부했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수영했습니다 수영하셨습니다 수영했습니까 수영하셨습니까 

탔습니다 타셨습니다 탔습니까 타셨습니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걸었습니다 걸으셨습니다 걸었습니까 걸으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습니다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입었습니다 입으셨습니다 입었습니까 입으셨습니까 

신었습니다 신으셨습니다 신었습니까 신으셨습니까 

일했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일했습니까 일하셨습니까 

썼습니다 쓰셨습니다             썼습니까 쓰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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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Verb Future Tense Endings 

 

Stem Casual
 
+{을/ㄹ} 거야 

Polite
 
+{을/ㄹ} 거예요 

Honorific 
 
+{으}실 거예요 

ask 물어보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build 짓 지을 거야 지을 거예요 지으실 거예요 

buy 사 살 거야 살 거예요 사실 거예요 

call 전화하 전화할 거야 전화할 거예요 전화하실 거예요 

choose 고르 고를 거야 고를 거예요 고르실 거예요 

clean 청소하 청소할 거야 청소할 거예요 청소하실 거예요 

come 오 올 거야 올 거예요 오실 거예요 

cook (음식) 만들 만들 거야 만들 거예요 만드실 거예요 

dance (춤) 추 출 거야 출 거예요 추실 거예요 

do 하 할 거야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draw 그리 그릴 거야 그릴 거예요 그리실 거예요 

drink 마시 마실 거야 마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eat 먹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드실 거예요* 

give 주 줄 거야 줄 거예요 주실 거예요 

go 가 갈 거야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go regularly 다니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다니실 거예요 

help 도와주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leave 떠나 떠날 거야 떠날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listen 듣 들을 거야 들을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live 살 살 거야 살 거예요 사실 거예요 

marry 결혼하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meet 만나 만날 거야 만날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order 주문하 주문할 거야 주문할 거예요 주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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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을/ㄹ} 겁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실 겁니다 

Formal Question 
 
+{을/ㄹ} 겁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실 겁니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볼 겁니까? 물어보실 겁니까 

지을 겁니다 지으실 겁니다 지을 겁니까 지으실 겁니까 

살 겁니다 사실 겁니다 살 겁니까 사실 겁니까 

전화할 겁니다 전화하실 겁니다 전화할 겁니까 전화하실 겁니까 

고를 겁니다 고르실 겁니다 고를 겁니까 고르실 겁니까 

청소할 겁니다 청소하실 겁니다 청소할 겁니까 청소하실 겁니까 

올 겁니다 오실 겁니다 올 겁니까 오실 겁니까 

만들 겁니다 만드실 겁니다 만들 겁니까 만드실 겁니까 

출 겁니다 추실 겁니다 출 겁니까 추실 겁니까 

할 겁니다 하실 겁니다 할 겁니까 하실 겁니까 

그릴 겁니다 그리실 겁니다 그릴 겁니까 그리실 겁니까 

마실 겁니다 드실 겁니다* 마실 겁니까 드실 겁니까* 

먹을 겁니다 드실 겁니다* 먹을 겁니까 드실 겁니까* 

줄 겁니다 주실 겁니다 줄 겁니까 주실 겁니까 

갈 겁니다 가실 겁니다 갈 겁니까 가실 겁니까 

다닐 겁니다 다니실 겁니다 다닐 겁니까 다니실 겁니까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실 겁니까 

떠날 겁니다 떠나실 겁니다 떠날 겁니까 떠나실 겁니까 

들을 겁니다 들으실 겁니다  들을 겁니까 들으실 겁니까  

살 겁니다 사실 겁니다 살 겁니까 사실 겁니까 

결혼할 겁니다 결혼하실 겁니다 결혼할 겁니까 결혼하실 겁니까 

만날 겁니다 만나실 겁니다 만날 겁니까 만나실 겁니까 

주문할 겁니다 주문하실 겁니다 주문할 겁니까 주문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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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을/ㄹ} 거야 

Polite
 
+{을/ㄹ} 거예요 

Honorific 
 
+{으}실 거예요 

play 치 칠 거야 칠 거예요 치실 거예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실 거예요 

quit (smoking) 끊 끊을 거야 끊을 거예요 끊으실 거예요 

read 읽 읽을 거야 읽을 거예요 읽으실 거예요 

rest 쉬 쉴 거야 쉴 거예요 쉬실 거예요 

sing 부르 부를 거야 부를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sit down 앉 앉을 거야 앉을 거예요 앉으실 거예요 

sleep 자 잘 거야 잘 거예요 주무실 거예요*  

smoke 피우 피울 거야 피울 거예요 피우실 거예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할 거야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하실 거예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실 거예요 

start 시작하 시작할 거야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실 거예요 

study 공부하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실 거예요 

swim 수영하 수영할 거야 수영할 거예요 수영하실 거예요 

take (vehicle) 타 탈 거야 탈 거예요 타실 거예요 

talk 말하 말할 거야 말할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wait 기다리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walk 걷 걸을 거야 걸을 거예요 걸으실 거예요 

watch 보 볼 거야 볼 거예요 보실 거예요 

wear 입 입을 거야 입을 거예요 입으실 거예요 

wear (shoes) 신 신을 거야 신을 거예요 신으실 거예요 

work 일하 일할 거야 일할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write 쓰 쓸 거야 쓸 거예요 쓰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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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을/ㄹ} 겁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실 겁니다 

Formal Question 
 
+{을/ㄹ} 겁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실 겁니까? 

칠 겁니다 치실 겁니다 칠 겁니까 치실 겁니까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실 겁니다 그만둘 겁니까 그만두실 겁니까 

끊을 겁니다 끊으실 겁니다 끊을 겁니까 끊으실 겁니까 

읽을 겁니다 읽으실 겁니다 읽을 겁니까 읽으실 겁니까 

쉴 겁니다 쉬실 겁니다 쉴 겁니까 쉬실 겁니까 

부를 겁니다 부르실 겁니다 부를 겁니까 부르실 겁니까 

앉을 겁니다 앉으실 겁니다 앉을 겁니까 앉으실 겁니까 

잘 겁니다 주무실 겁니다*  잘 겁니까 주무실 겁니까*  

피울 겁니다 피우실 겁니다 피울 겁니까 피우실 겁니까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까 이야기하실 겁니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실 겁니다 일어날 겁니까 일어나실 겁니까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실 겁니다 시작할 겁니까 시작하실 겁니까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실 겁니다 공부할 겁니까 공부하실 겁니까 

수영할 겁니다 수영하실 겁니다 수영할 겁니까 수영하실 겁니까 

탈 겁니다 타실 겁니다 탈 겁니까 타실 겁니까 

말할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말할 겁니까 말씀하실 겁니까*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실 겁니다 기다릴 겁니까 기다리실 겁니까 

걸을 겁니다 걸으실 겁니다 걸을 겁니까 걸으실 겁니까 

볼 겁니다 보실 겁니다 볼 겁니까 보실 겁니까 

입을 겁니다 입으실 겁니다 입을 겁니까 입으실 겁니까 

신을 겁니다 신으실 겁니다 신을 겁니까 신으실 겁니까 

일할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일할 겁니까 일하실 겁니까 

쓸 겁니다 쓰실 겁니다             쓸 겁니까 쓰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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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Verb with +{을/ㄹ}까(요)?; +{을/ㄹ}래(요), 

 

Stem Shall we…?
 
+{을/ㄹ}까(요) ? 

I want to… / 
Do you want to…? 
+{을/ㄹ}래(요) 

ask 물어보 물어볼까(요) 물어볼래(요) 

build 짓 지을까(요) 지을래(요) 

buy 사 살까(요) 살래(요) 

call 전화하 전화할까(요) 전화할래(요) 

choose 고르 고를까(요) 고를래(요) 

clean 청소하 청소할까(요) 청소할래(요) 

come 오 올까(요) 올래(요) 

cook (음식) 만들 만들까(요) 만들래(요) 

dance (춤) 추 출까(요) 출래(요) 

do 하 할까(요) 할래(요) 

draw 그리 그릴까(요) 그릴래(요) 

drink 마시 마실까(요) 마실래(요) 

eat 먹 먹을까(요) 먹을래(요) 

give 주 줄까(요) 줄래(요) 

go 가 갈까(요) 갈래(요) 

go regularly 다니 다닐까(요) 다닐래(요) 

help 도와주 도와줄까(요) 도와줄래(요) 

leave 떠나 떠날까(요) 떠날래(요) 

listen 듣 들을까(요) 들을래(요) 

live 살 살까(요) 살래(요) 

marry 결혼하 결혼할까(요) 결혼할래(요) 

meet 만나 만날까(요) 만날래(요) 

order 주문하 주문할까(요) 주문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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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실래(요)?; +{으}시겠습니까?; {을/ㄹ}게(요),+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Honorific) 
+{으}실래요? 

 Would you like to? 
(Honorific Formal)  
+{으}시겠습니까? 

I will …
 
+{을/ㄹ}게(요) 

I will…  
(Very Polite Formal)  
+겠습니다 

물어보실래요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지으실래요 지으시겠습니까 지을게(요) 짓겠습니다 

사실래요 사시겠습니까 살게(요) 사겠습니다 

전화하실래요 전화하시겠습니까 전화할게(요) 전화하겠습니다 

고르실래요 고르시겠습니까 고를게(요) 고르겠습니다 

청소하실래요 청소하시겠습니까 청소할게(요) 청소하겠습니다 

오실래요 오시겠습니까 올게(요) 오겠습니다 

만드실래요 만드시겠습니까 만들게(요) 만들겠습니다 

추실래요 추시겠습니까 출게(요) 추겠습니다 

하실래요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리실래요 그리시겠습니까 그릴게(요) 그리겠습니다 

드실래요* 드시겠습니까* 마실게(요) 마시겠습니다 

드실래요* 드시겠습니까* 먹을게(요) 먹겠습니다 

주실래요 주시겠습니까 줄게(요) 주겠습니다 

가실래요 가시겠습니까 갈게(요) 가겠습니다 

다니실래요 다니시겠습니까 다닐게(요) 다니겠습니다 

도와주실래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줄게(요) 도와주겠습니다 

떠나실래요 떠나시겠습니까 떠날게(요) 떠나겠습니다 

들으실래요  들으시겠습니까  들을게(요) 듣겠습니다  

사실래요 사시겠습니까 살게(요) 살겠습니다 

결혼하실래요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할게(요) 결혼하겠습니다 

만나실래요 만나시겠습니까 만날게(요) 만나겠습니다 

주문하실래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할게(요) 주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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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Shall we…?
 
+{을/ㄹ}까(요) ? 

I want to… / 
Do you want to? 
+{을/ㄹ}래(요) 

play 치 칠까(요) 칠래(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둘까(요) 그만둘래(요) 

quit (smoking) 끊 끊을까(요) 끊을래(요) 

read 읽 읽을까(요) 읽을래(요) 

rest 쉬 쉴까(요) 쉴래(요) 

sing 부르 부를까(요) 부를래(요) 

sit down 앉 앉을까(요) 앉을래(요) 

sleep 자 잘까(요) 잘래(요) 

smoke 피우 피울까(요) 피울래(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래(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날까(요) 일어날래(요) 

start 시작하 시작할까(요) 시작할래(요) 

study 공부하 공부할까(요) 공부할래(요) 

swim 수영하 수영할까(요) 수영할래(요) 

take (vehicle) 타 탈까(요) 탈래(요) 

talk 말하 말할까(요) 말할래(요) 

wait 기다리 기다릴까(요) 기다릴래(요) 

walk 걷 걸을까(요) 걸을래(요) 

watch 보 볼까(요) 볼래(요) 

wear 입 입을까(요) 입을래(요) 

wear (shoes) 신 신을까(요) 신을래(요) 

work 일하 일할까(요) 일할래(요) 

write 쓰 쓸까(요) 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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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like to? 
(Honorific) 
+{으}실래요? 

 Would you like to? 
(Honorific Formal)  
+{으}시겠습니까? 

I will …
 
+{을/ㄹ}게(요) 

I will…  
(Very Polite Formal)  
+겠습니다 

치실래요 치시겠습니까 칠게(요) 치겠습니다 

그만두실래요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만둘게(요) 그만두겠습니다 

끊으실래요 끊으시겠습니까 끊을게(요) 끊겠습니다 

읽으실래요 읽으시겠습니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쉬실래요 쉬시겠습니까 쉴게(요) 쉬겠습니다 

부르실래요 부르시겠습니까 부를게(요) 부르겠습니다 

앉으실래요 앉으시겠습니까 앉을게(요) 앉겠습니다 

주무실래요*  주무시겠습니까*  잘게(요) 자겠습니다 

피우실래요 피우시겠습니까 피울게(요) 피우겠습니다 

이야기하실래요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날게(요) 일어나겠습니다 

시작하실래요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실래요 공부하시겠습니까 공부할게(요) 공부하겠습니다 

수영하실래요 수영하시겠습니까 수영할게(요) 수영하겠습니다 

타실래요 타시겠습니까 탈게(요) 타겠습니다 

말씀하실래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실래요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걸으실래요 걸으시겠습니까 걸을게(요) 걷겠습니다 

보실래요 보시겠습니까 볼게(요) 보겠습니다 

입으실래요 입으시겠습니까 입을게(요) 입겠습니다 

신으실래요 신으시겠습니까 신을게(요) 신겠습니다 

일하실래요 일하시겠습니까 일할게(요) 일하겠습니다 

쓰실래요              쓰시겠습니까             쓸게(요)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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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Verbs with +자; +고  

 
Stem Let’s …

+자 
and
+고 

ask 물어보 물어보자 물어보고 

build 짓 짓자 짓고 

buy 사 사자 사고 

call 전화하 전화하자 전화하고 

choose 고르 고르자 고르고 

clean 청소하 청소하자 청소하고 

come 오 오자 오고 

cook (음식) 만들 만들자 만들고 

dance (춤) 추 추자 추고 

do 하 하자 하고 

draw 그리 그리자 그리고 

drink 마시 마시자 마시고 

eat 먹 먹자 먹고 

give 주 주자 주고 

go 가 가자 가고 

go regularly 다니 다니자 다니고 

help 도와주 도와주자 도와주고 

leave 떠나 떠나자 떠나고 

listen 듣 듣자 듣고 

live 살 살자 살고 

marry 결혼하 결혼하자 결혼하고 

meet 만나 만나자 만나고 

order 주문하 주문하자 주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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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Let’s …

+자 
and
+고 

play 치 치자 치고 

quit (job) 그만두 그만두자 그만두고 

quit (smoking) 끊 끊자 끊고 

read 읽 읽자 읽고 

rest 쉬 쉬자 쉬고 

sing 부르 부르자 부르고 

sit down 앉 앉자 앉고 

sleep 자 자자 자고 

smoke 피우 피우자 피우고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하자 이야기하고 

stand up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고 

start 시작하 시작하자 시작하고 

study 공부하 공부하자 공부하고 

swim 수영하 수영하자 수영하고 

take (vehicle) 타 타자 타고 

talk 말하 말하자 말하고 

wait 기다리 기다리자 기다리고 

walk 걷 걷자 걷고 

watch 보 보자 보고 

wear 입 입자 입고 

wear (shoes) 신 신자 신고 

work 일하 일하자 일하고 

write 쓰 쓰자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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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Verbs with +는데(요),+(았/었)는데(요)  

 

Stem and / but
(present) 
+는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ask 물어보 물어보는데(요) 물어봤는데(요) 물어볼 건데(요) 

build 짓 짓는데(요) 지었는데(요) 지을 건데(요) 

buy 사 사는데(요) 샀는데(요) 살 건데(요) 

call 전화하 전화하는데(요) 전화했는데(요) 전화할 건데(요) 

choose 고르 고르는데(요) 골랐는데(요) 고를 건데(요) 

clean 청소하 청소하는데(요) 청소했는데(요) 청소할 건데(요) 

come 오 오는데(요) 왔는데(요) 올 건데(요) 

cook (음식) 만들 만드는데(요) 만들었는데(요) 만들 건데(요) 

dance (춤) 추 추는데(요) 췄는데(요) 출 건데(요) 

do 하 하는데(요) 했는데(요) 할 건데(요) 

draw 그리 그리는데(요) 그렸는데(요) 그릴 건데(요) 

drink 마시 마시는데(요) 마셨는데(요) 마실 건데(요) 

eat 먹 먹는데(요) 먹었는데(요) 먹을 건데(요) 

give 주 주는데(요) 줬는데(요) 줄 건데(요) 

go 가 가는데(요) 갔는데(요) 갈 건데(요) 

go regularly 다니 다니는데(요) 다녔는데(요) 다닐 건데(요) 

help 도와주 도와주는데(요) 도와줬는데(요) 도와줄 건데(요) 

leave 떠나 떠나는데(요) 떠났는데(요) 떠날 건데(요) 

listen 듣 듣는데(요) 들었는데(요) 들을 건데(요) 

live 살 사는데(요) 살았는데(요) 살 건데(요) 

marry 결혼하 결혼하는데(요)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건데(요) 

meet 만나 만나는데(요) 만났는데(요) 만날 건데(요) 

order 주문하 주문하는데(요) 주문했는데(요) 주문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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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ㄹ} 건데(요) 

 

Stem and / but
(present) 
+는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play 치 치는데(요) 쳤는데(요) 칠 건데(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두는데(요) 그만뒀는데(요) 그만둘 건데(요) 

quit (smoking) 끊 끊는데(요) 끊었는데(요) 끊을 건데(요) 

read 읽 읽는데(요) 읽었는데(요) 읽을 건데(요) 

rest 쉬 쉬는데(요) 쉬었는데(요) 쉴 건데(요) 

sing 부르 부르는데(요) 불렀는데(요) 부를 건데(요) 

sit down 앉 앉는데(요) 앉았는데(요) 앉을 건데(요) 

sleep 자 자는데(요) 잤는데(요) 잘 건데(요) 

smoke 피우 피우는데(요) 피웠는데(요) 피울 건데(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할 건데(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나는데(요) 일어났는데(요) 일어날 건데(요) 

start 시작하 시작하는데(요)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건데(요) 

study 공부하 공부하는데(요) 공부했는데(요) 공부할 건데(요) 

swim 수영하 수영하는데(요) 수영했는데(요) 수영할 건데(요) 

take (vehicle) 타 타는데(요) 탔는데(요) 탈 건데(요) 

talk 말하 말하는데(요) 말했는데(요) 말할 건데(요) 

wait 기다리 기다리는데(요) 기다렸는데(요) 기다릴 건데(요) 

walk 걷 걷는데(요) 걸었는데(요) 걸을 건데(요) 

watch 보 보는데(요) 봤는데(요) 볼 건데(요) 

wear 입 입는데(요) 입었는데(요) 입을 건데(요) 

wear (shoes) 신 신는데(요) 신었는데(요) 신을 건데(요) 

work 일하 일하는데(요) 일했는데(요) 일할 건데(요) 

write 쓰 쓰는데(요) 썼는데(요) 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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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Verbs with +거든(요),+(았/었)거든(요)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ask 물어보 물어보거든(요) 물어봤거든(요) 물어볼 거거든(요) 

build 짓 짓거든(요) 지었거든(요) 지을 거거든(요) 

buy 사 사거든(요) 샀거든(요) 살 거거든(요) 

call 전화하 전화하거든(요) 전화했거든(요) 전화할 거거든(요) 

choose 고르 고르거든(요) 골랐거든(요) 고를 거거든(요) 

clean 청소하 청소하거든(요) 청소했거든(요) 청소할 거거든(요) 

come 오 오거든(요) 왔거든(요) 올 거거든(요) 

cook (음식) 만들 만들거든(요) 만들었거든(요) 만들 거거든(요) 

dance (춤) 추 추거든(요) 췄거든(요) 출 거거든(요) 

do 하 하거든(요) 했거든(요) 할 거거든(요) 

draw 그리 그리거든(요) 그렸거든(요) 그릴 거거든(요) 

drink 마시 마시거든(요) 마셨거든(요) 마실 거거든(요) 

eat 먹 먹거든(요) 먹었거든(요) 먹을 거거든(요) 

give 주 주거든(요) 줬거든(요) 줄 거거든(요) 

go 가 가거든(요) 갔거든(요) 갈 거거든(요) 

go regularly 다니 다니거든(요) 다녔거든(요) 다닐 거거든(요) 

help 도와주 도와주거든(요) 도와줬거든(요) 도와줄 거거든(요) 

leave 떠나 떠나거든(요) 떠났거든(요) 떠날 거거든(요) 

listen 듣 듣거든(요) 들었거든(요) 들을 거거든(요) 

live 살 살거든(요) 살았거든(요) 살 거거든(요) 

marry 결혼하 결혼하거든(요)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거거든(요) 

meet 만나 만나거든(요) 만났거든(요) 만날 거거든(요) 

order 주문하 주문하거든(요) 주문했거든(요) 주문할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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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ㄹ} 거거든(요)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play 치 치거든(요) 쳤거든(요) 칠 거거든(요) 

quit (job) 그만두 그만두거든(요) 그만뒀거든(요) 그만둘 거거든(요) 

quit (smoking) 끊 끊거든(요) 끊었거든(요) 끊을 거거든(요) 

read 읽 읽거든(요) 읽었거든(요) 읽을 거거든(요) 

rest 쉬 쉬거든(요) 쉬었거든(요) 쉴 거거든(요) 

sing 부르 부르거든(요) 불렀거든(요) 부를 거거든(요) 

sit down 앉 앉거든(요) 앉았거든(요) 앉을 거거든(요) 

sleep 자 자거든(요) 잤거든(요) 잘 거거든(요) 

smoke 피우 피우거든(요) 피웠거든(요) 피울 거거든(요)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할 거거든(요) 

stand up 일어나 일어나거든(요) 일어났거든(요) 일어날 거거든(요) 

start 시작하 시작하거든(요) 시작했거든(요) 시작할 거거든(요) 

study 공부하 공부하거든(요) 공부했거든(요) 공부할 거거든(요) 

swim 수영하 수영하거든(요) 수영했거든(요) 수영할 거거든(요) 

take (vehicle) 타 타거든(요) 탔거든(요) 탈 거거든(요) 

talk 말하 말하거든(요) 말했거든(요) 말할 거거든(요) 

wait 기다리 기다리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기다릴 거거든(요) 

walk 걷 걷거든(요) 걸었거든(요) 걸을 거거든(요) 

watch 보 보거든(요) 봤거든(요) 볼 거거든(요) 

wear 입 입거든(요) 입었거든(요) 입을 거거든(요) 

wear (shoes) 신 신거든(요) 신었거든(요) 신을 거거든(요) 

work 일하 일하거든(요) 일했거든(요) 일할 거거든(요) 

write 쓰 쓰거든(요) 썼거든(요) 쓸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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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Casual Verb Endings+(아/어),+(았/었)어,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을/ㄹ} 거야 

ask 물어보 물어봐 물어봤어 물어볼 거야 

build 짓 지어 지었어 지을 거야 

buy 사 사 샀어 살 거야 

call 전화하 전화해 전화했어 전화할 거야 

choose 고르 골라 골랐어 고를 거야 

clean 청소하 청소해 청소했어 청소할 거야 

come 오 와 왔어 올 거야 

cook (음식) 만들 만들어 만들었어 만들 거야 

dance (춤) 추 춰 췄어 출 거야 

do 하 해 했어 할 거야 

draw 그리 그려 그렸어 그릴 거야 

drink 마시 마셔 마셨어 마실 거야 

eat 먹 먹어 먹었어 먹을 거야 

give 주 줘 줬어 줄 거야 

go 가 가 갔어 갈 거야 

go regularly 다니 다녀 다녔어 다닐 거야 

help 도와주 도와 도왔어 도와줄 거야 

leave 떠나 떠나 떠났어 떠날 거야 

listen 듣 들어 들었어 들을 거야 

live 살 살아 살았어 살 거야 

marry 결혼하 결혼해 결혼했어 결혼할 거야 

meet 만나 만나 만났어 만날 거야 

order 주문하 주문해 주문했어 주문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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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ㄹ} 거야; +{을/ㄹ}까?; +{을/ㄹ}래; +{을/ㄹ}게 

Shall we…? 
+{을/ㄹ}까? 

 I want to…
+{을/ㄹ}래 

I will…
+{을/ㄹ}게 

물어볼까 물어볼래 물어볼게 

지을까 지을래 지을게 

살까 살래 살게 

전화할까 전화할래 전화할게 

고를까 고를래 고를게 

청소할까 청소할래 청소할게 

올까 올래 올게 

만들까 만들래 만들게 

출까 출래 출게 

할까 할래 할게 

그릴까 그릴래 그릴게 

마실까 마실래 마실게 

먹을까 먹을래 먹을게 

줄까 줄래 줄게 

갈까 갈래 갈게 

다닐까 다닐래 다닐게 

도와줄까 도와줄래 도와줄게 

떠날까 떠날래 떠날게 

들을까 들을래 들을게 

살까 살래 살게 

결혼할까 결혼할래 결혼할게 

만날까 만날래 만날게 

주문할까 주문할래 주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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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을/ㄹ} 거야 

play 치 쳐 쳤어 칠 거야 

quit  (job) 그만두 그만둬 그만뒀어 그만둘 거야 

quit  (smoking) 끊 끊어 끊었어 끊을 거야 

read 읽 읽어 읽었어 읽을 거야 

rest 쉬 쉬어 쉬었어 쉴 거야 

sing 부르 불러 불렀어 부를 거야 

sit down 앉 앉아 앉았어 앉을 거야 

sleep 자 자 잤어 잘 거야 

smoke 피 피워 피웠어 피울 거야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해 이야기했어 이야기할 거야 

stand up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 일어날 거야 

start 시작하 시작해 시작했어 시작할 거야 

study 공부하 공부해 공부했어 공부할 거야 

swim 수영하 수영해 수영했어 수영할 거야 

take (vehicle) 타 타 탔어 탈 거야 

talk 말하 말해 말했어 말할 거야 

wait 기다리 기다려 기다렸어 기다릴 거야 

walk 걷 걸어 걸었어 걸을 거야 

watch 보 봐 봤어 볼 거야 

wear 입 입어 입었어 입을 거야 

wear (shoes) 신 신어 신었어 신을 거야 

work 일하 일해 일했어 일할 거야 

write 쓰 써 썼어 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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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we…? 
+{을/ㄹ}까? 

 I want to…
+{을/ㄹ}래 

I will…
+{을/ㄹ}게 

칠까 칠래 칠게 

그만둘까 그만둘래 그만둘게 

끊을까 끊을래 끊을게 

읽을까 읽을래 읽을게 

쉴까 쉴래 쉴게 

부를까 부를래 부를게 

앉을까 앉을래 앉을게 

잘까 잘래 잘게 

피울까 피울래 피울게 

이야기할까 이야기할래 이야기할게 

일어날까 일어날래 일어날게 

시작할까 시작할래 시작할게 

공부할까 공부할래 공부할게 

수영할까 수영할래 수영할게 

탈까 탈래 탈게 

말할까 말할래 말할게 

기다릴까 기다릴래 기다릴게 

걸을까 걸을래 걸을게 

볼까 볼래 볼게 

입을까 입을래 입을게 

신을까 신을래 신을게 

일할까 일할래 일할게 

쓸까 쓸래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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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0: Verbs with +{으}러; +{으}면; +{으}니까; 

 

Stem in order to
 
+{으}러 

if…
 
+{으}면 

because 
 
+{으}니까 

ask 물어보 물어보러 물어보면 물어보니까 

build 짓 지으러 지으면 지으니까 

buy 사 사러 사면 사니까 

call 전화하 전화하러 전화하면 전화하니까 

choose 고르 고르러 고르면 고르니까 

clean 청소하 청소하러 청소하면 청소하니까 

come 오 x 오면 오니까 

cook 음식 만들 만들러 만들면 만드니까 

dance (춤을) 추 추러 추면 추니까 

do 하 하러 하면 하니까 

draw 그리 그리러 그리면 그리니까 

drink 마시 마시러 마시면 마시니까 

eat 먹 먹으러 먹으면 먹으니까 

give 주 주러 주면 주니까 

go 가 x 가면 가니까 

go regularly 다니 다니러 다니면 다니니까 

help 도와 주 도와 주러 도와 주면 도와 주니까 

leave 떠나 떠나러 떠나면 떠나니까 

listen 듣 들으러 들으면  들으니까 

live 살 사러 사면 사니까 

marry 결혼하 결혼하러 결혼하면 결혼하니까 

meet 만나 만나러 만나면 만나니까 

order 주문하 주문하러 주문하면 주문하니까 

 



APPENDIX 429

+지만; +지 마(세요); +(아/어)서; +(아/어)야 돼(요)                
but 
 
+지만 

don’t 
 
+지 마(세요) 

so that
 
+(아/어)서 

have to 
+(아/어)야 돼요 
+(아/어)야 해요 

물어보지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봐서 물어봐야 돼(요) 

짓지만 짓지 마(세요) 지어서 지어야 돼(요) 

사지만 사지 마(세요) 사서 사야 돼(요) 

전화하지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전화해야 돼(요) 

고르지만 고르지 마(세요) 골라서 골라야 돼(요) 

청소하지만 청소하지 마(세요) 청소해서 청소해야 돼(요) 

오지만 오지 마(세요) 와서 와야 돼(요) 

만들지만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서 만들어야 돼(요) 

추지만 추지 마(세요) 춰서 춰야 돼(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해서 해야 돼(요) 

그리지만 그리지 마(세요) 그려서 그려야 돼(요) 

마시지만 마시지 마(세요) 마셔서 마셔야 돼(요) 

먹지만 먹지 마(세요) 먹어서 먹어야 돼(요) 

주지만 주지 마(세요) 줘서 줘야 돼(요) 

가지만 가지 마(세요) 가서 가야 돼(요) 

다니지만 다니지 마(세요) 다녀서 다녀야 돼(요) 

도와 주지만 도와 주지 마(세요) 도와서 도와야 돼(요) 

떠나지만 떠나지 마(세요) 떠나서 떠나야 돼(요) 

듣지만 듣지 마(세요) 들어서 들어야 돼(요) 

살지만 살지 마(세요) 살아서 살아야 돼(요) 

결혼하지만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결혼해야 돼(요) 

만나지만 만나지 마(세요) 만나서 만나야 돼(요) 

주문하지만 주문하지 마(세요) 주문해서 주문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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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in order to

 
+{으}러 

if
 
+{으}면 

because 
 
+{으}니까 

play 치 치러 치면 치니까 

quit (job) 그만두 그만두러 그만두면 그만두니까 

quit (smoking) 끊 끊으러 끊으면 끊니까 

read 읽 읽으러 읽으면 읽으니까 

rest 쉬 쉬러 쉬면 쉬니까 

sing 부르 부르러 부르면 부르니까 

sit down 앉 앉으러 앉으면 앉으니까 

sleep 자 자러  자면  자니까 

smoke 피우 피우러 피우면 피우니까 

stand up 일어나 일어나러 일어나면 일어나니까 

start 시작하 시작하러 시작하면 시작하니까 

study 공부하 공부하러 공부하면 공부하니까 

swim 수영하 수영하러 수영하면 수영하니까 

take (vehicle) 타 타러 타면 타니까 

talk 말하 말하러 말하면 말하니까 

talk 이야기하 이야기하러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니까 

wait 기다리 기다리러 기다리면 기다리니까 

walk 걷 걸으러 걸으면 걸으니까 

watch 보 보러 보면 보니까 

wear 입 입으러 입으면 입으니까 

wear (shoes) 신 신으러 신으면 신으니까 

work 일하 일하러 일하면 일하니까 

write 쓰 쓰러              쓰면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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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지만 

don’t 
 
+지 마(세요) 

so that 
 
+(아/어)서 

have to 
+(아/어)야 돼요 
+(아/어)야 해요 

치지만 치지 마(세요) 쳐서 쳐야 돼(요) 

그만두지만 그만두지 마(세요) 그만둬서 그만둬야 돼(요) 

끊지만 끊지 마(세요) 끊어서 끊어야 돼(요) 

읽지만 읽지 마(세요) 읽어서 읽어야 돼(요) 

쉬지만 쉬지 마(세요) 쉬어서 쉬어야 돼(요) 

부르지만 부르지 마(세요) 불러서 불러야 돼(요) 

앉지만 앉지 마(세요) 앉아서 앉아야 돼(요) 

자지만 자지 마(세요) 자서 자야 돼(요) 

피우지만 피우지 마(세요) 피워서 피워야 돼(요)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시작하지만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시작해야 돼(요) 

공부하지만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공부해야 돼(요) 

수영하지만 수영하지 마(세요) 수영해서 수영해야 돼(요) 

타지만 타지 마(세요) 타서 타야 돼(요) 

말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말해서 말해야 돼(요)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기다리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서 기다려야 돼(요) 

걷지만 걷지 마(세요) 걸어서 걸어야 돼(요) 

보지만 보지 마(세요) 봐서 봐야 돼(요) 

입지만 입지 마(세요) 입어서 입어야 돼(요) 

신지만 신지 마(세요) 신어서 신어야 돼(요) 

일하지만 일하지 마(세요) 일해서 일해야 돼(요) 

쓰지만 쓰지 마(세요) 써서 써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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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Modifying Verb Endings +는, 

 
Stem present

+는 
past
+{은/ㄴ} 

future 
+{을/ㄹ} 

ask 물어보 물어보는 물어본 물어볼 

build 짓 짓는 지은 지을 

buy 사 사는 산 살 

call 전화하 전화하는 전화한 전화할 

choose 고르 고르는 고른 고를 

clean 청소하 청소하는 청소한 청소할 

come 오 오는 온 올 

cook 만들 (음식） 만드는 만든 만들 

dance (춤) 추 추는 춘 출 

do 하 하는 한 할 

draw 그리 그리는 그린 그릴 

drink 마시 마시는 마신 마실 

eat 먹 먹는 먹은 먹을 

give 주 주는 준 줄 

go 가 가는 간 갈 

go regularly 다니 다니는 다닌 다닐 

help 도와 주 도와 주는 도와 준 도와 줄 

leave 떠나 떠나는 떠난 떠날 

listen 듣 듣는 들은 들을 

live 살 사는 산 살 

marry 결혼하 결혼하는 결혼한 결혼할 

meet 만나 만나는 만난 만날 

order 주문하 주문하는 주문한 주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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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ㄴ} & +{을/ㄹ} 

 
Stem present

+는 
past
+{은/ㄴ} 

future 
+{을/ㄹ} 

play 치 치는 친 칠 

quit (job) 그만두 그만두는 그만둔 그만둘 

quit (smoking) 끊 끊는 끊은 끊을 

read 읽 읽는 읽은 읽을 

rest 쉬 쉬는 쉰 쉴 

sing 부르 부르는 부른 부를 

sit down 앉 앉는 앉은 앉을 

sleep 자 자는 잔 잘 

smoke 피우 피우는 피운 피울 

speak 이야기하 이야기하는 이야기한 이야기할 

stand up 일어나 일어나는 일어난 일어날 

start 시작하 시작하는 시작한 시작할 

study 공부하 공부하는 공부한 공부할 

swim 수영하 수영하는 수영한 수영할 

take (vehicle) 타 타는 탄 탈 

talk 말하 말하는 말한 말할 

wait 기다리 기다리는 기다린 기다릴 

walk 걷 걷는 걸은 걸을 

watch 보 보는 본 볼 

wear 입 입는 입은 입을 

wear (shoes) 신 신는 신은 신을 

work 일하 일하는 일한 일할 

write 쓰 쓰는 쓴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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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Verbs with +(아/어) 드릴까요? and 
+(아/어) 주세요 
    

shall I do …? 
+(아/어) 드릴까요? 

please, do … 
+(아/어) 주세요 

bring    갖다 드릴까요* 갖다 주세요* 

cut    잘라 드릴까요 잘라 주세요 

dryclean  드라이클리닝 해 드릴까요 드라이클리닝 해 주세요 

exchange it  바꿔 드릴까요 바꿔 주세요 

fill up   넣어 드릴까요 넣어 주세요 

give discount  깎아 드릴까요 깎아 주세요 

go    가 드릴까요 가 주세요 

help (somebody) 도와 드릴까요 도와 주세요 

introduce (someone)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 주세요 

iron    다려 드릴까요 다려 주세요 

jot down   적어 드릴까요 적어 주세요 

lend     빌려 드릴까요 빌려 주세요 

perm    파마해 드릴까요 파마해 주세요 

put in     넣어 드릴까요 넣어 주세요 

put (someone) through 바꿔 드릴까요 바꿔 주세요 

recommend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 주세요 

shave    면도해 드릴까요 면도해 주세요 

show    보여 드릴까요 보여 주세요 

show around  안내해 드릴까요 안내해 주세요 

sign    사인해 드릴까요 사인해 주세요 

speak (slowly)  (천천히) 말해 드릴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wake    깨워 드릴까요 깨워 주세요 

wrap    싸 드릴까요 싸 주세요 

write down   써 드릴까요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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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갖다 드릴까요? /갖다 주세요 These are very common expressions which 

are similar to those given above. However these are not example of the +(아/어) 

드릴까요 or +(아/어) 주세요 form. At this stage you only need to memor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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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Verbs with +(아/어) 보세요 
 

                +(아/어) 보세요   

ask  물어 보세요 Just ask me (or him/her). 

come  이리 와 보세요 Please come here (and I’ll tell you something). 

dance  춤 춰 보세요 Make an attempt to dance. 

drink  마셔 보세요 Try (drinking) it and see if you like it. 

eat  먹어 보세요 Try (eating) it and see if you like it. 

find  찾아 보세요 Try to find it. 

get in  타 보세요 Please get in (my car) (and I’ll tell you something).       

go  가 보세요 Please go and try. 

listen  들어 보세요 Listen to it (and see what you think) or  

listen  들어 보세요 Make an attempt to listen. 

meet  만나 보세요 Meet him/her (and see how it turns out). 

order  주문해 보세요 Try ordering (this dish or product). 

put on  신어 보세요 Try putting this on. (for shoes and socks) 

put on  써 보세요 Try putting this on. (for hats) 

put on  입어 보세요 Try putting this on. (for clothes, dresses, coats, pants) 

read  읽어 보세요 Make an attempt to read it (and see what you/I think). 

ring  전화해 보세요 Try ringing him/her. 

sing  불러 보세요 Make an attempt to sing it (and see what you/I think)  

sit down 앉아 보세요 Sit down here (and I’ll tell you something). 

sit down  앉아 보세요 Try sitting down here (and see if it’s comfortable). 

speak  말씀해 보세요 Please speak up (If you tell me I will listen) 

think  생각해 보세요 Have a think about it. 

try  해 보세요 Please try. (or Make an attempt.) Have a go at it. 

use  써 보세요 Try using it.  

write  써 보세요 Try wri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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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4: Adjective Present Tense Endings 

 

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Casual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afraid 무섭 무섭니 무섭냐 무서워(요) 무서우세요 

bad 나쁘 나쁘니 나쁘냐 나빠(요) 나쁘세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답니 아름답냐 아름다워(요) 아름다우세요 

big  크  크니  크냐  커(요) 크세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니 재미없냐 재미없어(요) 재미없으세요 

bright 밝 밝니 밝냐 밝아(요) 밝으세요 

busy 바쁘    바쁘니    바쁘냐    바빠(요) 바쁘세요 

cheap          싸 싸니 싸냐 싸(요) 싸세요 q 

clean  깨끗하 깨끗하니 깨끗하냐 깨끗해(요) 깨끗하세요 

close           가깝 가깝니 가깝냐 가까워(요) 가까우세요 

cloudy 흐리 흐리니 흐리냐 흐려(요) 흐리세요 

cold(thing) 차갑 차갑니 차갑냐 차가워(요) 차가우세요 

cold 춥 춥니 춥냐 추워(요) 추우세요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하니 복잡하냐 복잡해(요) 복잡하세요 

cool 시원하 시원하니 시원하냐 시원해(요) 시원하세요 

cute 귀엽 귀엽니 귀엽냐 귀여워(요) 귀여우세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하니 위험하냐 위험해(요) 위험하세요 

dark 어둡 어둡니 어둡냐 어두워(요) 어두우세요 

deep 깊 깊니 깊냐 깊어(요) 깊으세요 

delicious 맛있 맛있니 맛있냐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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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우십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우십니까 

나쁩니다 나쁘십니다 나쁩니까 나쁘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큽니다  크십니다 큽니까  크십니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으십니다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으십니까 

밝습니다 밝으십니다 밝습니까 밝으십니까 

바쁩니다    바쁘십니다 바쁩니까    바쁘십니까 

쌉니다 x 쌉니까 x

깨끗합니다 깨끗하십니다 깨끗합니까 깨끗하십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우십니다 가깝습니까 가까우십니까 

흐립니다 흐리십니다 흐립니까 흐리십니까 

차갑습니다 차가우십니다 차갑습니까 차가우십니까 

춥습니다 x 춥습니까 추우십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하십니다 복잡합니까 복잡하십니까 

시원합니다 x 시원합니까 시원하십니까 

귀엽습니다 귀여우십니다 귀엽습니까 귀여우십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하십니다 위험합니까 위험하십니까 

어둡습니다 어두우십니다 어둡습니까 어두우십니까 

깊습니다 깊으십니다 깊습니까 깊으십니까 

맛있습니다 x 맛있습니까 맛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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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Casual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difficult  어렵 어렵니 어렵냐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하니 부지런하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세요 

dirty    더럽 더럽니 더럽냐 더러워(요) 더러우세요 

easy          쉽 쉽니 쉽냐 쉬워(요) 쉬우세요 

expensive    비싸 비싸니 비싸냐 비싸(요) 비싸세요 

far          멀 머니 머냐 멀어(요) 머세요 

fat 뚱뚱하 뚱뚱하니 뚱뚱하냐 뚱뚱해(요) 뚱뚱하세요 

fine(weather) 맑 맑니 맑냐  맑아(요) 맑으세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니 재미있냐 재미있어(요) 재미있으세요 

good  좋  좋니  좋냐  좋아(요) 좋으세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니 잘생겼냐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니 기분 좋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세요 

happy 행복하 행복하니 행복하냐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hate/dislike 싫 싫니 싫냐 싫어(요) 싫으세요 q 

heavy 무겁 무겁니 무겁냐 무거워(요) 무거우세요 

high         높 높니 높냐 높아(요) 높으세요 

hot 뜨겁 뜨겁니 뜨겁냐 뜨거워(요) 뜨거우세요 

hot (spicy)  맵 맵니 맵냐 매워(요) 매우세요 

hot 

(temperature) 

덥 덥니 덥냐 더워(요) 더우세요 q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니 재미있냐 재미있어(요) 재미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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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십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하십니까 

더럽습니다 더러우십니다 더럽습니까 더러우십니까 

쉽습니다 쉬우십니다 쉽습니까 쉬우십니까 

비쌉니다 비싸십니다 비쌉니까 비싸십니까 

멉니다 머십니다 멉니까 머십니까 

뚱뚱합니다 뚱뚱하십니다 뚱뚱합니까 뚱뚱하십니까 

맑습니다 맑으십니다 맑습니까 맑으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십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십니다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잘생겼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겼습니까 잘생기셨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으십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싫습니다 싫으십니다 싫습니까 싫으십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우십니다 무겁습니까 무거우십니까 

높습니다 높으십니다 높습니까 높으십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우십니다 뜨겁습니까 뜨거우십니까 

맵습니다 매우십니다 맵습니까 매우십니까 

덥습니다 
 

x 덥습니까 더우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십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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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Casual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니 흥미있냐 흥미있어(요) 흥미있으세요 q 

kind 친절하 친절하니 친절하냐 친절해(요) 친절하세요 

lazy  게으르 게으르니 게으르냐 게을러(요) 게으르세요 

light 가볍 가볍니 가볍냐 가벼워(요) 가벼우세요 

long 길 기니 기냐 길어(요) 기세요 

low      낮 낮니 낮냐 낮아(요) 낮으세요 

narrow 좁 좁니 좁냐 좁아(요) 좁으세요 

noisy  시끄럽  시끄럽니  시끄럽냐  시끄러워(요) 시끄러우세요 

numerous        많 많니 많냐 많아(요) 많으세요 

old (people) 늙+었 늙었니 늙었냐 늙었어(요) 늙으셨어요 

old (thing) 낡+았 낡았니 낡았냐 낡았어(요) x 

pretty 예쁘 예쁘니 예쁘냐 예뻐(요) 예쁘세요 

quick 빠르 빠르니 빠르냐 빨라(요) 빠르세요 

quiet 조용하 조용하니 조용하냐 조용해(요) 조용하세요 

sad 슬프 슬프니 슬프냐 슬퍼(요) 슬프세요 q 

salty 짜 짜니 짜냐 짜(요) 짜세요 

shallow 얕 얕니 얕냐 얕아(요) 얕으세요 

short 짧 짧니 짧냐 짧아(요) 짧으세요 

sick 아프 아프니 아프냐 아파(요) 아프세요 

slim 날씬하 날씬하니 날씬하냐 날씬해(요) 날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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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흥미있습니다 
 

x 흥미있습니까 흥미있으십니까 

친절합니다 친절하십니다 친절합니까 친절하십니까 

게으릅니다 게으르십니다 게으릅니까 게으르십니까 

가볍습니다 가벼우십니다 가볍습니까 가벼우십니까 

깁니다 기십니다 깁니까 기십니까 

낮습니다 낮으십니다 낮습니까 낮으십니까 

좁습니다 좁으십니다 좁습니까 좁으십니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십니다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우십니까 

많습니다 많으십니다 많습니까 많으십니까 

늙었습니다 늙으셨습니다 늙었습니까 늙으셨습니까 

낡았습니다 x 낡았습니까 x 

예쁩니다 예쁘십니다 예쁩니까 예쁘십니까 

빠릅니다 빠르십니다 빠릅니까 빠르십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하십니다 조용합니까 조용하십니까 

슬픕니다 x 슬픕니까 슬프십니까 

짭니다 짜십니다 짭니까 짜십니까 

얕습니다 얕으십니다 얕습니까 얕으십니까 

짧습니다 짧으십니다 짧습니까 짧으십니까 

아픕니다 아프십니다 아픕니까 아프십니까 

날씬합니다 날씬하십니다 날씬합니까 날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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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니? 

Casual 
Question 
+냐? 

Casual 
(Polite) 
+(아/어)(요) 

Honorific 
 
+{으}세요 

slow 느리 느리니 느리냐 느려(요) 느리세요 

small        작 작니 작냐 작아(요) 작으세요 

small 

(quantity) 

적 적니 적냐 적어(요) 적으세요 

smart 똑똑하 똑똑하니 똑똑하냐 똑똑해(요) 똑똑하세요 

strong 튼튼하 튼튼하니 튼튼하냐 튼튼해(요) 튼튼하세요 

tall 키가 크 키가 크니 키가 크냐 키가 커(요) 키가 크세요 

tasteless 맛없 맛없니 맛없냐 맛없어(요) 맛없으세요 q 

thick 두껍 두껍니 두껍냐 두꺼워(요) 두꺼우세요 

thin (people) 마르+았 말랐니 말랐냐 말랐어(요) 마르셨어요 

thin (thing) 얇 얇니 얇냐 얇아(요) 얇으세요 

thirsty 목마르 목마르니 목마르냐 목말라(요) 목마르세요 q 

tired 피곤하 피곤하니 피곤하냐 피곤해(요) 피곤하세요 q 

ugly 못생기+었 못생겼니 못생겼냐 못생겼어(요) 못생기셨어요 

warm 따뜻하 따뜻하니 따뜻하냐 따뜻해(요) 따뜻하세요 

weak 약하 약하니 약하냐 약해(요) 약하세요 

wide 넓 넓니 넓냐 넓어(요) 넓으세요 

young 젊 젊니 젊냐 젊어(요) 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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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습/ㅂ}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십니다 

Formal Question
 
+{습/ㅂ}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십니까? 

느립니다 느리십니다 느립니까 느리십니까 

작습니다 작으십니다 작습니까 작으십니까 

적습니다 적으십니다 적습니까 적으십니까 

똑똑합니다 똑똑하십니다 똑똑합니까 똑똑하십니까 

튼튼합니다 튼튼하십니다 튼튼합니까 튼튼하십니까 

키가 큽니다 키가 크십니다 키가 큽니까 키가 크십니까 

맛없습니다 x 맛없습니까 맛없으십니까 

두껍습니다 두꺼우십니다 두껍습니까 두꺼우십니까 

말랐습니다 마르셨습니다 말랐습니까 마르셨습니까 

얇습니다 얇으십니다 얇습니까 얇으십니까 

목마릅니다 x 목마릅니까 목마르십니까 

피곤합니다 x 피곤합니까 피곤하십니까 

못생겼습니다 못생기셨습니다 못생겼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따뜻합니다 따뜻하십니다 따뜻합니까 따뜻하십니까 

약합니다 약하십니다 약합니까 약하십니까 

넓습니다 넓으십니다 넓습니까 넓으십니까 

젊습니다 젊으십니다 젊습니까 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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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5: Adjective Past Tense Endings 

 

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afraid 무섭 무서웠니 무서웠냐 무서웠어(요) 무서우셨어요 

bad 나쁘 나빴니 나빴냐 나빴어(요) 나쁘셨어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다웠니 아름다웠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우셨어요 

big  크  컸니 컸냐 컸어(요) 크셨어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었니 재미없었냐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으셨어요 

bright 밝 밝았니 밝았냐 밝았어(요) 밝으셨어요 

busy 바쁘    바빴니 바빴냐 바빴어(요) 바쁘셨어요 

cheap          싸 쌌니 쌌냐 쌌어(요) 싸셨어요 q 

clean  깨끗하 깨끗했니 깨끗했냐 깨끗했어(요) 깨끗하셨어요 

close           가깝 가까웠니 가까웠냐 가까웠어(요) 가까우셨어요 

cloudy 흐리 흐렸니 흐렸냐 흐렸어(요) 흐리셨어요 

cold (thing) 차갑 차가웠니 차가웠냐 차가웠어(요) 차가우셨어요 

cold 춥 추웠니 추웠냐 추웠어(요) 추우셨어요 q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했니 복잡했냐 복잡했어(요) 복잡하셨어요 

cool 시원하 시원했니 시원했냐 시원했어(요) 시원하셨어요 

cute 귀엽 귀여웠니 귀여웠냐 귀여웠어(요) 귀여우셨어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했니 위험했냐 위험했어(요) 위험하셨어요 

dark 어둡 어두웠니 어두웠냐 어두웠어(요) 어두우셨어요 

deep 깊 깊었니 깊었냐 깊었어(요) 깊으셨어요 

delicious 맛있 맛있었니 맛있었냐 맛있었어(요) 맛있으셨어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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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서우셨습니다 무서웠습니까 무서우셨습니까 

나빴습니다 나쁘셨습니다 나빴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우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다우셨습니까 

컸습니다  크셨습니다 컸습니까  크셨습니까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으셨습니다 재미없었습니까 재미없으셨습니까 

밝았습니다 밝으셨습니다 밝았습니까 밝으셨습니까 

바빴습니다    바쁘셨습니다 바빴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쌌습니다 x 쌌었습니까 x

깨끗했습니다 깨끗하셨습니다 깨끗했습니까 깨끗하셨습니까 

가까웠습니다 가까우셨습니다 가까웠습니까 가까우셨습니까 

흐렸습니다 흐리셨습니다 흐렸습니까 흐리셨습니까 

차가웠습니다 차가우셨습니다 차가웠습니까 차가우셨습니까 

추웠습니다 x 추웠습니까 추우셨습니까 

복잡했습니다 복잡하셨습니다 복잡했습니까 복잡하셨습니까 

시원했습니다 시원하셨습니다 시원했습니까 시원하셨습니까 

귀여웠습니다 귀여우셨습니다 귀여웠습니까 귀여우셨습니까 

위험했습니다 위험하셨습니다 위험했습니까 위험하셨습니까 

어두웠습니다 어두우셨습니다 어두웠습니까 어두우셨습니까 

깊었습니다 깊으셨습니다 깊었습니까 깊으셨습니까 

맛있었습니다 x 맛있었습니까 맛있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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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difficult  어렵 어려웠니 어려웠냐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어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했니 부지런했냐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셨어요 

dirty    더럽 더러웠니 더러웠냐 더러웠어(요) 더러우셨어요 

easy          쉽 쉬웠니 쉬웠냐 쉬웠어(요) 쉬우셨어요 

expensive    비싸 비쌌니 비쌌냐 비쌌어(요) 비싸셨어요 

far          멀 멀었니 멀었냐 멀었어(요) 머셨어요 

fat 뚱뚱하 뚱뚱했니 뚱뚱했냐 뚱뚱했어(요) 뚱뚱하셨어요 

fine 
(weather) 

맑  맑았니  맑았냐  맑았어(요) 맑으셨어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니 재미있냐 재미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good  좋  좋았니 좋았냐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었니 잘생겼었냐 잘생겼었어(요) 잘생기셨었어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았니  

기분 
좋았냐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으셨어요

happy 행복하 행복했니 행복했냐 행복했어(요) 행복하셨어요 

hate/dislike 싫 싫었니 싫었냐 싫었어(요) 싫으셨어요 q 

heavy 무겁 무거웠니 무거웠냐 무거웠어(요) 무거우셨어요 

high         높  높았니  높았냐  높았어(요) 높으셨어요 

hot 뜨겁 뜨거웠니 뜨거웠냐 뜨거웠어(요) 뜨거우셨어요 

hot (spicy)  맵 매웠니 매웠냐 매웠어(요) 매우셨어요 

hot 
(temperature) 

덥 더웠니 더웠냐 더웠어(요) 더우셨어요 q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었니 재미있었냐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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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우셨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하셨습니다 부지런했습니까 부지런하셨습니까 

더러웠습니다 더러우셨습니다 더러웠습니까 더러우셨습니까 

쉬웠습니다 x 쉬웠습니까 쉬우셨습니까 

비쌌습니다 비싸셨습니다 비쌌습니까 비싸셨습니까 

멀었습니다 머셨습니다 멀었습니까 머셨습니까 

뚱뚱했습니다 뚱뚱하셨습니다 뚱뚱했습니까 뚱뚱하셨습니까 

 맑았습니다 
 

맑으셨습니다  맑았습니까 맑으셨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으셨습니다 좋았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잘생겼었습니다 잘생기셨었습니다 잘생겼었습니까 잘생기셨었습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기분 좋으셨습니다 기분 좋았습니까  기분 좋으셨습니까 

행복했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싫었습니다 싫으셨습니다 q 싫었습니까 싫으셨습니까 

무거웠습니다 무거우셨습니다 무거웠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높았습니다 높으셨습니다  높았습니까 높으셨습니까 

뜨거웠습니다 뜨거우셨습니다 뜨거웠습니까 뜨거우셨습니까 

매웠습니다 매우셨습니다 매웠습니까 매우셨습니까 

더웠습니다 
 

x 더웠습니까 더우셨습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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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었니 흥미있었냐 흥미있었어(요) 흥미있으셨어요

kind 친절하 친절했었니 친절했었냐 친절했었어(요) 친절하셨어요 

lazy  게으르 게을렀니 게을렀냐 게을렀어(요) 게으르셨어요 

light 가볍 가벼웠니 가벼웠냐 가벼웠어(요) 가벼우셨어요 

long 길 길었니 길었냐 길었어(요) 기셨어요* 

low      낮 낮았니 낮았냐 낮았어(요) 낮으셨어요 

narrow 좁 좁았니 좁았냐 좁았어(요) 좁으셨어요 

noisy  시끄럽  시끄러웠니 시끄러웠냐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우셨어요

numerous        많 많았니  많았냐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old (people) 늙+었 늙었었니 늙었었냐 늙었었어(요) 늙으셨었어요 

old (thing) 낡+았 낡았었니 낡았었냐 낡았었어(요) x 

pretty 예쁘 예뻤니 예뻤냐 예뻤어(요) 예쁘셨어요 

quick 빠르 빨랐니 빨랐냐 빨랐어(요) 빠르셨어요 

quiet 조용하 조용했니 조용했냐 조용했어(요) 조용하셨어요 

sad 슬프 슬펐니 슬펐냐 슬펐어(요) 슬프셨어요 q 

salty 짜 짰니 짰냐 짰어(요) 짜셨어요 

shallow 얕 얕았니 얕았냐 얕았어(요) 얕으셨어요 

short 짧 짧았니 짧았냐 짧았어(요) 짧으셨어요 

sick 아프 아팠니 아팠냐 아팠어(요) 아프셨어요 

slim 날씬하 날씬했니 날씬했냐 날씬했어(요) 날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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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흥미있었습니다 
 

x 흥미있었습니까 흥미있으셨습니까 

친절했었습니다 친절하셨습니다 친절했었습니까 친절하셨습니까 

게을렀습니다 게으르셨습니다 게을렀습니까 게으르셨습니까 

가벼웠습니다 가벼우셨습니다 가벼웠습니까 가벼우셨습니까 

길었습니다 기셨습니다 길었습니까 기셨습니까 

낮았습니다 낮으셨습니다 낮았습니까 낮으셨습니까 

좁았습니다 좁으셨습니다 좁았습니까 좁으셨습니까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우셨습니다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러우셨습니까 

많았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많았습니까  많으셨습니까 

늙었었습니다 늙으셨었습니다 늙었었습니까 늙으셨었습니까 

낡았었습니다 x 낡았었습니까 x 

예뻤습니다 예쁘셨습니다 예뻤습니까 예쁘셨습니까 

빨랐습니다 빠르셨습니다 빨랐습니까 빠르셨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조용했습니까 조용하셨습니까 

슬펐습니다 x 슬펐습니까 슬프셨습니까 

짰습니다 짜셨습니다 짰습니까 짜셨습니까 

얕았습니다 얕으셨습니다 얕았습니까 얕으셨습니까 

짧았습니다 짧으셨습니다 짧았습니까 짧으셨습니까 

아팠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아팠습니까 아프셨습니까 

날씬했습니다 날씬하셨습니다 날씬했습니까 날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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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asual 
Question 
+(았/었)니? 

Casual 
Question 
+(았/었)냐? 

Casual
(Polite) 
+(았/었)어(요) 

Honorific 
 
+{으}셨어요 

slow 느리 느렸니 느렸냐 느렸어(요) 느리셨어요 

small        작 작았니   작았냐   작았어(요)   작으셨어요 

small 

(quantity) 

적 적었니 적었냐 적었어(요) 적으셨어요 

smart 똑똑하 똑똑했니 똑똑했냐 똑똑했어(요) 똑똑하셨어요 

strong 튼튼하 튼튼했니 튼튼했냐 튼튼했어(요) 튼튼하셨어요 

tall 키가 크 키가 컸니 키가 컸냐 키가 컸어(요) 키가 크셨어요 

tasteless 맛없 맛없었니 맛없었냐 맛없었어(요) 맛없으셨어요 q

thick 두껍 두꺼웠니 두꺼웠냐 두꺼웠어(요) 두꺼우셨어요 

thin 

(people) 

마르+았 말랐니 말랐냐 말랐어(요) 마르셨었어요 

thin (thing) 얇 얇았니 얇았냐 얇았어(요) 얇으셨어요 

thirsty 목마르 목말랐니 목말랐냐 목말랐어(요) 목마르셨어요 q

tired 피곤하 피곤했니  피곤했냐  피곤했어(요)  피곤하셨어요 q

ugly 못생기+었 못생겼었니 못생겼었냐 못생겼었어(요) 못생기셨었어요

warm 따뜻하 따뜻했니 따뜻했냐 따뜻했어(요) 따뜻하셨어요 

weak 약하 약했니 약했냐 약했어(요) 약하셨어요 

wide 넓 넓었니 넓었냐 넓었어(요) 넓으셨어요 

young 젊 젊었니 젊었냐 젊었어(요) 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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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tatement 
 
+(았/었)습니다 

Formal Statement
Honorific  
+{으}셨습니다 

Formal Question
 
+(았/었)습니까? 

Formal Question 
Honorific 
+{으}셨습니까? 

느렸습니다 느리셨습니다 느렸습니까 느리셨습니까 

작았습니다   작으셨습니다 작았습니까   작으셨습니까 

적었습니다 

 

적으셨습니다 적었습니까 적으셨습니까 

똑똑했습니다 똑똑하셨습니다 똑똑했습니까 똑똑하셨습니까 

튼튼했습니다 튼튼하셨습니다 튼튼했습니까 튼튼하셨습니까 

키가 컸습니다 키가 크셨습니다 키가 컸습니까 키가 크셨습니까 

맛없었습니다 x 맛없었습니까 맛없으셨습니까 

두꺼웠습니다 두꺼우셨습니다 두꺼웠습니까 두꺼우셨습니까 

말랐었습니다 마르셨었습니다 말랐었습니까 마르셨었습니까 

얇았습니다 얇으셨습니다 얇았습니까 얇으셨습니까 

목말랐습니다 x 목말랐습니까 목마르셨습니까 

피곤했습니다  x 피곤했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못생겼었습니다 못생기셨었습니다 못생겼었습니까 못생기셨었습니까 

따뜻했습니다 따뜻하셨습니다 따뜻했습니까 따뜻하셨습니까 

약했습니다 약하셨습니다 약했습니까 약하셨습니까 

넓었습니다 넓으셨습니다 넓었습니까 넓으셨습니까 

젊었습니다 젊으셨습니다 젊었습니까 젊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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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6: Adjective Future Tense Endings 
 Stem 

 
Supposition
Casual 
+{을/ㄹ} 거야 

Supposition 
Polite 
+{을/ㄹ} 거예요 

afraid 무섭 무서울 거야 무서울 거예요 

bad 나쁘 나쁠 거야 나쁠 거예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다울 거야 아름다울 거예요 

big  크  클 거야 클 거예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을 거야 재미없을 거예요 

bright 밝 밝을 거야 밝을 거예요 

busy 바쁘    바쁠  거야 바쁠  거예요 

cheap          싸 쌀  거야 쌀  거예요 

clean  깨끗하 깨끗할  거야 깨끗할  거예요 

close           가깝 가까울  거야 가까울  거예요 

cloudy 흐리 흐릴 거야 흐릴 거예요 

cold(thing) 차갑 차가울 거야 차가울 거예요 

cold 춥 추울 거야 추울 거예요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할 거야 복잡할 거예요 

cool 시원하 시원할 거야 시원할 거예요 

cute 귀엽 귀여울 거야 귀여울 거예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할 거야 위험할 거예요 

dark 어둡 어두울 거야 어두울 거예요 

deep 깊 깊을 거야 깊을 거예요 

delicious 맛있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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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ition 
Honorific 
+{으}실 거예요 

Supposition
Polite Formal 
+{을/ㄹ} 겁니다 

Supposition
Honorific Formal 
+{으}실 겁니다 

무서우실 거예요 무서울 겁니다 무서우실 겁니다 

나쁘실 거예요 나쁠 겁니다 나쁘실 겁니다 

아름다우실 거예요 아름다울 겁니다 아름다우실 겁니다 

크실 거예요 클 겁니다 크실 겁니다

재미없으실 거예요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으실 겁니다 

밝으실 거예요 밝을 겁니다 밝으실 겁니다 

바쁘실 거예요 바쁠  겁니다 바쁘실 겁니다 

싸실 거예요 쌀  겁니다 싸실 겁니다

깨끗하실 거예요 깨끗할  겁니다 깨끗하실 겁니다 

가까우실 거예요 가까울  겁니다 가까우실 겁니다 

흐리실 거예요 흐릴 겁니다 흐리실 겁니다 

차가우실 거예요 차가울 겁니다 차가우실 겁니다 

추우실 거예요 추울 겁니다 추우실 겁니다 

복잡하실 거예요 복잡할 겁니다 복잡하실 겁니다 

시원하실 거예요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실 겁니다 

귀여우실 거예요 귀여울 겁니다 귀여우실 겁니다 

위험하실 거예요 위험할 겁니다 위험하실 겁니다 

어두우실 거예요 어두울 겁니다 어두우실 겁니다 

깊으실 거예요 깊을 겁니다 깊으실 겁니다 

맛있으실 거예요 맛있을 겁니다 맛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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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Supposition
Casual 
+{을/ㄹ} 거야 

Supposition 
Polite 
+{을/ㄹ} 거예요 

difficult  어렵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예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할 거야 부지런할 거예요 

dirty    더럽 더러울 거야 더러울 거예요 

easy          쉽 쉬울 거야 쉬울 거예요 

expensive    비싸 비쌀 거야 비쌀 거예요 

far          멀 멀 거야 멀 거예요 

fat 뚱뚱하 뚱뚱할 거야 뚱뚱할 거예요 

fine(weather) 맑 맑을 거야 맑을 거예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을 거야 재미있을 거예요 

good  좋  좋을 거야 좋을 거예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을 거야 잘생겼을 거예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을 거야 기분 좋을 거예요 

happy 행복하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예요 

hate/dislike 싫 싫을 거야 싫을 거예요 

heavy 무겁 무거울 거야 무거울 거예요 

high         높 높을 거야 높을 거예요 

hot 뜨겁 뜨거울 거야 뜨거울 거예요 

hot (spicy)  맵 매울 거야 매울 거예요 

hot (temperature) 덥 더울 거야 더울 거예요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을 거야 재미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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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ition 
Honorific 
+{으}실 거예요 

Supposition
Polite Formal 
+{을/ㄹ} 겁니다 

Supposition 
Honorific Formal 
+{으}실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부지런하실 거예요 부지런할 겁니다 부지런하실 겁니다 

더러우실 거예요 더러울 겁니다 더러우실 겁니다 

쉬우실 거예요 쉬울 겁니다 쉬우실 겁니다 

비싸실 거예요 비쌀 겁니다 비싸실 겁니다 

머실 거예요 멀 겁니다 머실 겁니다 

뚱뚱하실 거예요 뚱뚱할 겁니다 뚱뚱하실 겁니다 

맑으실 거예요 맑을 겁니다 맑으실 겁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있으실 겁니다 

좋으실 거예요 좋을 겁니다 좋으실 겁니다 

잘생기셨을 거예요 잘생겼을 겁니다 잘생기셨을 겁니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기분 좋을 겁니다 기분 좋으실 겁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싫으실 거예요 싫을 겁니다 싫으실 겁니다 

무거우실 거예요 무거울 겁니다 무거우실 겁니다 

높으실 거예요 높을 겁니다 높으실 겁니다 

뜨거우실 거예요 뜨거울 겁니다 뜨거우실 겁니다 

매우실 거예요 매울 겁니다 매우실 겁니다 

더우실 거예요 더울 겁니다 더우실 겁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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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Supposition
Casual 
+{을/ㄹ} 거야 

Supposition 
Polite 
+{을/ㄹ} 거예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을 거야 흥미있을 거예요 

kind 친절하 친절할 거야 친절할 거예요 

lazy  게으르 게으를 거야 게으를 거예요 

light 가볍 가벼울 거야 가벼울 거예요 

long 길 길 거야 길 거예요 

low      낮 낮을  거야 낮을  거예요 

narrow 좁 좁을 거야 좁을 거예요 

noisy  시끄럽  시끄러울 거야 시끄러울 거예요 

numerous        많 많을 거야 많을 거예요 

old (people) 늙 (future) 

늙+었 (supposition) 

늙을 거야 

늙었을 거예요 
늙을 거예요 

늙었을 거예요 
old (thing) 낡 (future) 

낡+았 (supposition) 

낡을 거야 

낡았을 거예요 
낡을 거예요／ 

낡았을 거예요 
pretty 예쁘 예쁠 거야 예쁠 거예요 

quick 빠르 빠를 거야 빠를 거예요 

quiet 조용하 조용할 거야 조용할 거예요 

sad 슬프 슬플 거야 슬플 거예요 

salty 짜 짤 거야 짤 거예요 

shallow 얕 얕을 거야 얕을 거예요 

short 짧 짧을 거야 짧을 거예요 

sick 아프 아플 거야 아플 거예요 

slim 날씬하 날씬할  거야 날씬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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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ition 
Honorific 
+{으}실 거예요 

Supposition
Polite Formal 
+{을/ㄹ} 겁니다 

Supposition 
Honorific Formal 
+{으}실 겁니다 

흥미있으실 거예요 흥미있을 겁니다 흥미있으실 겁니다 

친절하실 거예요 친절할 겁니다 친절하실 겁니다 

게으르실 거예요 게으를 겁니다 게으르실 겁니다 

가벼우실 거예요 가벼울 겁니다 가벼우실 겁니다 

기실 거예요* 길 겁니다 기실 겁니다* 

낮으실 거예요 낮을  겁니다 낮으실 겁니다 

좁으실 거예요 좁을 겁니다 좁으실 겁니다 

시끄러우실 거예요 시끄러울 겁니다 시끄러우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많을 겁니다 많으실 겁니다 

늙으실 거예요 

늙으셨을 거예요 
늙을 겁니다/  

늙었을 겁니다* 
늙으실 겁니다 

늙으셨을 겁니다 
x 낡을 겁니다／ 

낡았을 겁니다 
x

예쁘실 거예요 예쁠 겁니다 예쁘실 겁니다 

빠르실 거예요 빠를 겁니다 빠르실 겁니다 

조용하실 거예요 조용할 겁니다 조용하실 겁니다 

슬프실 거예요 슬플 겁니다 슬프실 겁니다 

짜실 거예요 짤 겁니다 짜실 겁니다 

얕으실 거예요 얕을 겁니다 얕으실 겁니다 

짧으실 거예요 짧을 겁니다 짧으실 겁니다 

아프실 거예요 아플 겁니다 아프실 겁니다 

날씬하실 거예요 날씬할  겁니다 날씬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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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Supposition
Casual 
+{을/ㄹ} 거야 

Supposition 
Polite 
+{을/ㄹ} 거예요 

slow 느리 느릴 거야 느릴 거예요 

small        작 작을  거야 작을  거예요 

small (quantity) 적 적을 거야 적을 거예요 

smart 똑똑하 똑똑할 거야 똑똑할 거예요 

strong 튼튼하 튼튼할 거야 튼튼할 거예요 

tall 키가 크 키가 클 거야 키가 클 거예요 

tasteless 맛없 맛없을 거야 맛없을 거예요 

thick 두껍 두꺼울 거야 두꺼울 거예요 

thin(people) 마르+았 말랐을 거야 말랐을거예요 

thin(thing) 얇 얇을 거야 얇을 거예요 

thirsty 목마르 목마를 거야 목마를 거예요 

tired 피곤하 피곤할 거야 피곤할 거예요 

ugly 못생기+었 못생겼을 거야 못생겼을 거예요 

warm 따뜻하 따뜻할 거야 따뜻할 거예요 

weak 약하 약할 거야 약할 거예요 

wide 넓 넓을 거야 넓을 거예요 

young 젊 젊을 거야 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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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ition 
Honorific 
+{으}실 거예요 

Supposition
Polite Formal 
+{을/ㄹ} 겁니다 

Supposition 
Honorific Formal 
+{으}실 겁니다 

느리실 거예요 느릴 겁니다 느리실 겁니다 

작으실 거예요 작을  겁니다 작으실 겁니다 

적으실 거예요 적을 겁니다 적으실 겁니다 

똑똑하실 거예요 똑똑할 겁니다 똑똑하실 겁니다 

튼튼하실 거예요 튼튼할 겁니다 튼튼하실 겁니다 

키가 크실 거예요 키가 클 겁니다 키가 크실 겁니다 

맛없으실 거예요 맛없을 겁니다 맛없으실 겁니다 

두꺼우실 거예요 두꺼울 겁니다 두꺼우실 겁니다 

마르셨을 거예요 말랐을 겁니다 마르셨을 겁니다 

얇으실 거예요 얇을 겁니다 얇으실 겁니다 

목마르실 거예요 목마를 겁니다 목마르실 겁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할 겁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못생기셨을 거예요 못생겼을 겁니다 못생기셨을 겁니다 

따뜻하실 거예요 따뜻할 겁니다 따뜻하실 겁니다 

약하실 거예요 약할 겁니다 약하실 겁니다 

넓으실 거예요 넓을 겁니다 넓으실 겁니다 

젊으실 거예요 젊을 겁니다 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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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7: Adjectives with +고; +네(요) 

 Stem and

+고 

Exclamation 
+네(요) 

afraid 무섭 무섭고 무섭네(요) 

bad 나쁘 나쁘고 나쁘네(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답고 아름답네(요) 

big  크  크고  크네(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고 재미없네(요) 

bright 밝 밝고 밝네(요) 

busy 바쁘    바쁘고    바쁘네(요)    

cheap          싸 싸고 싸네(요) 

clean  깨끗하 깨끗하고 깨끗하네(요) 

close           가깝 가깝고 가깝네(요) 

cloudy 흐리 흐리고 흐리네(요) 

cold(thing) 차갑 차갑고 차갑네(요) 

cold 춥 춥고 춥네(요)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하고 복잡하네(요) 

cool 시원하 시원하고 시원하네(요) 

cute 귀엽 귀엽고 귀엽네(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하고 위험하네(요) 

dark 어둡 어둡고 어둡네(요) 

deep 깊 깊고 깊네(요) 

delicious 맛있 맛있고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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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and

+고 

Exclamation 
+네(요) 

difficult  어렵 어렵고 어렵네(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네(요) 

dirty    더럽 더럽고 더럽네(요) 

easy          쉽 쉽고 쉽네(요) 

expensive    비싸 비싸고 비싸네(요) 

far          멀 멀고 머네(요) 

fat 뚱뚱하 뚱뚱하고 뚱뚱하네(요) 

fine(weather) 맑 맑고 맑네(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고 재미있네(요) 

good  좋  좋고  좋네(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고 잘생겼네(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고 기분 좋네(요) 

happy 행복하 행복하고 행복하네(요) 

hate/dislike 싫 싫고 싫네(요) 

heavy 무겁 무겁고 무겁네(요) 

high         높 높고 높네(요) 

hot 뜨겁 뜨겁고 뜨겁네(요) 

hot (spicy)  맵 맵고 맵네(요) 

hot (temperature) 덥 덥고 덥네(요)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고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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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and

+고 

Exclamation 
+네(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고 흥미있네(요) 

kind 친절하 친절하고 친절하네(요) 

lazy  게으르 게으르고 게으르네(요) 

light 가볍 가볍고 가볍네(요) 

long 길 길고 기네(요) 

low      낮 낮고 낮네(요) 

narrow 좁 좁고 좁네(요) 

noisy  시끄럽  시끄럽고  시끄럽네(요)  

numerous        많 많고 많네(요) 

old (people) 늙+었 늙었고 늙었네(요) 

old (thing) 낡+았 낡았고 낡았네(요) 

pretty 예쁘 예쁘고 예쁘네(요) 

quick 빠르 빠르고 빠르네(요) 

quiet 조용하 조용하고 조용하네(요) 

sad 슬프 슬프고 슬프네(요) 

salty 짜 짜고 짜네(요) 

shallow 얕 얕고 얕네(요) 

short 짧 짧고 짧네(요) 

sick 아프 아프고 아프네(요) 

slim 날씬하 날씬하고 날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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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and

+고 

Exclamation 
+네(요) 

slow 느리 느리고 느리네(요) 

small        작 작고 작네(요) 

small (quantity) 적 적고 적네(요) 

smart 똑똑하 똑똑하고 똑똑하네(요) 

strong 튼튼하 튼튼하고 튼튼하네(요) 

tall 키가 크 키가 크고 키가 크네(요) 

tasteless 맛없 맛없고 맛없네(요) 

thick 두껍 두껍고 두껍네(요) 

thin(people) 마르+았 말랐고 말랐네(요) 

thin(thing) 얇 얇고 얇네(요) 

thirsty 목마르 목마르고 목마르네(요) 

tired 피곤하 피곤하고 피곤하네(요) 

ugly 못생기+었 못생겼고 못생겼네(요) 

warm 따뜻하 따뜻하고 따뜻하네(요) 

weak 약하 약하고 약하네(요) 

wide 넓 넓고 넓네(요) 

young 젊 젊고 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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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8: Adjectives with +{은/ㄴ}데(요),  

 Stem and / but
(present) 
+{은/ㄴ}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afraid 무섭 무서운데(요) 무서웠는데(요) 무서울 건데(요) 

bad 나쁘 나쁜데(요) 나빴는데(요) 나쁠 건데(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웠는데(요) 아름다울 건데(요) 

big  크  큰데(요) 컸는데(요) 클 건데(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는데(요) 재미없었는데(요) 재미없을 건데(요) 

bright 밝 밝은데(요) 밝았는데(요) 밝을 건데(요) 

busy 바쁘    바쁜데(요) 바빴는데(요) 바쁠 건데(요) 

cheap          싸 싼데(요) 쌌는데(요) 쌀 건데(요) 

clean  깨끗하 깨끗한데(요) 깨끗했는데(요) 깨끗할 건데(요) 

close           가깝 가까운데(요) 가까웠는데(요) 가까울 건데(요) 

cloudy 흐리 흐린데(요) 흐렸는데(요) 흐릴 건데(요) 

cold(thing) 차갑 차가운데(요) 차가웠는데(요) 차가울 건데(요) 

cold 춥 추운데(요) 추웠는데(요) 추울 건데(요)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한데(요) 복잡했는데(요) 복잡할 건데(요) 

cool 시원하 시원한데(요) 시원했는데(요) 시원할 건데(요) 

cute 귀엽 귀여운데(요) 귀여웠는데(요) 귀여울 건데(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한데(요) 위험했는데(요) 위험할 건데(요) 

dark 어둡 어두운데(요) 어두웠는데(요) 어두울 건데(요) 

deep 깊 깊은데(요) 깊었는데(요) 깊을 건데(요) 

delicious 맛있 맛있는데(요) 맛있었는데(요) 맛있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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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는데(요) & +{을/ㄹ} 건데(요) 

 Stem and / but
(present) 
+{은/ㄴ}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difficult  어렵 어려운데(요) 어려웠는데(요) 어려울 건데(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한데(요) 부지런했는데(요) 부지런할 건데(요)

dirty    더럽 더러운데(요) 더러웠는데(요) 더러울 건데(요) 

easy          쉽 쉬운데(요) 쉬웠는데(요) 쉬울 건데(요) 

expensive    비싸 비싼데(요) 비쌌는데(요) 비쌀 건데(요) 

far          멀 먼데(요) 멀었는데(요) 멀 건데(요) 

fat 뚱뚱하 뚱뚱한데(요) 뚱뚱했는데(요) 뚱뚱할 건데(요) 

fine(weather) 맑 맑은데(요)  맑았는데(요) 맑을 건데(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데(요) 재미있을 건데(요)

good  좋  좋은데(요) 좋았는데(요) 좋을 건데(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는데(요) 잘생겼었는데(요) 잘생겼을 건데(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았는데(요)  기분 좋을 건데(요)

happy 행복하 행복한데(요) 행복했는데(요) 행복할 건데(요) 

hate/dislike 싫 싫은데(요) 싫었는데(요) 싫을 건데(요) 

heavy 무겁 무거운데(요) 무거웠는데(요) 무거울 건데(요) 

high         높 높은데(요)  높았는데(요) 높을 건데(요) 

hot 뜨겁 뜨거운데(요) 뜨거웠는데(요) 뜨거울 건데(요) 

hot (spicy)  맵 매운데(요) 매웠는데(요) 매울 건데(요) 

hot (temperature) 덥 더운데(요) 더웠는데(요) 더울 건데(요)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는데(요) 재미있었는데(요) 재미있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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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and / but
(present) 
+{은/ㄴ}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는데(요) 흥미있었는데(요) 흥미있을 건데(요) 

kind 친절하 친절한데(요) 친절했었는데(요) 친절할 건데(요) 

lazy  게으르 게으른데(요) 게을렀는데(요) 게으를 건데(요) 

light 가볍 가벼운데(요) 가벼웠는데(요) 가벼울 건데(요) 

long 길 긴데(요) 길었는데(요) 길 건데(요) 

low      낮 낮은데(요) 낮았는데(요) 낮을 건데(요) 

narrow 좁 좁은데(요) 좁았는데(요) 좁을 건데(요) 

noisy  시끄럽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웠는데(요) 시끄러울 건데(요) 

numerous        많 많은데(요) 많았는데(요)  많을 건데(요) 

old (people) 늙+었 늙었는데(요) 늙었었는데(요) 늙을 건데(요)/  

늙었을 건데(요) 

old (thing) 낡+았 낡았는데(요) 낡았었는데(요) 낡을 건데(요)／ 

낡았을 건데(요) 
pretty 예쁘 예쁜데(요) 예뻤는데(요) 예쁠 건데(요) 

quick 빠르 빠른데(요) 빨랐는데(요) 빠를 건데(요) 

quiet 조용하 조용한데(요) 조용했는데(요) 조용할 건데(요) 

sad 슬프 슬픈데(요) 슬펐는데(요) 슬플 건데(요) 

salty 짜 짠데(요) 짰는데(요) 짤 건데(요) 

shallow 얕 얕은데(요) 얕았는데(요) 얕을 건데(요) 

short 짧 짧은데(요) 짧았는데(요) 짧을 건데(요) 

sick 아프 아픈데(요) 아팠는데(요) 아플 건데(요) 

slim 날씬하 날씬한데(요) 날씬했는데(요) 날씬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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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and / but
(present) 
+{은/ㄴ}데(요) 

and / but
(past) 

+(았/었)는데(요) 

and / but  
 (future) 

+{을/ㄹ} 건데(요) 

slow 느리 느린데(요) 느렸는데(요) 느릴 건데(요) 

small        작 작은데(요) 작았는데(요)   작을 건데(요) 

small (quantity) 적 적은데(요) 적었는데(요) 적을 건데(요) 

smart 똑똑하 똑똑한데(요) 똑똑했는데(요) 똑똑할 건데(요) 

strong 튼튼하 튼튼한데(요) 튼튼했는데(요) 튼튼할 건데(요) 

tall 키가 크 키가 큰데(요) 키가 컸는데(요) 키가 클 건데(요) 

tasteless 맛없 맛없는데(요) 맛없었는데(요) 맛없을 건데(요) 

thick 두껍 두꺼운데(요) 두꺼웠는데(요) 두꺼울 건데(요) 

thin(people) 마르+았 말랐는데(요) 말랐었는데(요) 말랐을 건데(요) 

thin(thing) 얇 얇은데(요) 얇았는데(요) 얇을 건데(요) 

thirsty 목마르 목마른데(요) 목말랐는데(요) 목마를 건데(요) 

tired 피곤하 피곤한데(요) 피곤했는데(요)  피곤할 건데(요) 

ugly 못생기+었 못생겼는데(요) 못생겼었는데(요) 못생겼을 건데(요)

warm 따뜻하 따뜻한데(요) 따뜻했는데(요) 따뜻할 건데(요) 

weak 약하 약한데(요) 약했는데(요) 약할 건데(요) 

wide 넓 넓은데(요) 넓었는데(요) 넓을 건데(요) 

young 젊 젊은데(요) 젊었는데(요) 젊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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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9: Adjectives with +거든(요),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afraid 무섭 무섭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무서울 거거든(요) 

bad 나쁘 나쁘거든(요) 나빴거든(요) 나쁠 거거든(요) 

beautiful  아름답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울 거거든(요) 

big  크  크거든(요)  컸거든(요) 클 거거든(요) 

boring  재미없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었거든(요) 재미없을 거거든(요) 

bright 밝 밝거든(요) 밝았거든(요) 밝을 거거든(요) 

busy 바쁘    바쁘거든(요)    바빴거든(요) 바쁠 거거든(요) 

cheap          싸 싸거든(요) 쌌거든(요) 쌀 거거든(요) 

clean  깨끗하 깨끗하거든(요) 깨끗했거든(요) 깨끗할 거거든(요) 

close           가깝 가깝거든(요) 가까웠거든(요) 가까울 거거든(요) 

cloudy 흐리 흐리거든(요) 흐렸거든(요) 흐릴 거거든(요) 

cold(thing) 차갑 차갑거든(요) 차가웠거든(요) 차가울 거거든(요) 

cold 춥 춥거든(요) 추웠거든(요) 추울 거거든(요)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하거든(요) 복잡했거든(요) 복잡할 거거든(요) 

cool 시원하 시원하거든(요) 시원했거든(요) 시원할 거거든(요) 

cute 귀엽 귀엽거든(요) 귀여웠거든(요) 귀여울 거거든(요) 

dangerous 위험하 위험하거든(요) 위험했거든(요) 위험할 거거든(요) 

dark 어둡 어둡거든(요) 어두웠거든(요) 어두울 거거든(요) 

deep 깊 깊거든(요) 깊었거든(요) 깊을 거거든(요) 

delicious 맛있 맛있거든(요) 맛있었거든(요) 맛있을 거거든(요) 

 
 

 
 



APPENDIX 471

+(았/었)거든(요) & +{을/ㄹ} 거거든(요)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difficult  어렵 어렵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어려울 거거든(요)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했거든(요) 부지런할 거거든(요)

dirty    더럽 더럽거든(요) 더러웠거든(요) 더러울 거거든(요) 

easy          쉽 쉽거든(요) 쉬웠거든(요) 쉬울 거거든(요) 

expensive    비싸 비싸거든(요) 비쌌거든(요) 비쌀 거거든(요) 

far          멀 멀거든(요) 멀었거든(요) 멀 거거든(요) 

fat 뚱뚱하 뚱뚱하거든(요) 뚱뚱했거든(요) 뚱뚱할 거거든(요) 

fine(weather) 맑 맑거든(요)  맑았거든(요) 맑을 거거든(요)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을 거거든(요)

good  좋  좋거든(요)  좋았거든(요) 좋을 거거든(요)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었거든(요) 잘생겼을 거거든(요)

happy 기분 좋 기분 좋거든(요) 기분 좋았거든(요) 기분 좋을 거거든(요)

happy 행복하 행복하거든(요) 행복했거든(요) 행복할 거거든(요) 

hate/dislike 싫 싫거든(요) 싫었거든(요) 싫을 거거든(요) 

heavy 무겁 무겁거든(요) 무거웠거든(요) 무거울 거거든(요) 

high         높 높거든(요)  높았거든(요) 높을 거거든(요) 

hot 뜨겁 뜨겁거든(요) 뜨거웠거든(요) 뜨거울 거거든(요) 

hot (spicy)  맵 맵거든(요) 매웠거든(요) 매울 거거든(요) 

hot 

(temperature) 

덥 덥거든(요) 더웠거든(요) 더울 거거든(요)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었거든(요) 재미있을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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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거든(요) 흥미있었거든(요) 흥미있을 거거든(요) 

kind 친절하 친절하거든(요) 친절했었거든(요) 친절할 거거든(요) 

lazy  게으르 게으르거든(요) 게을렀거든(요) 게으를 거거든(요) 

light 가볍 가볍거든(요) 가벼웠거든(요) 가벼울 거거든(요) 

long 길 길거든(요) 길었거든(요) 길 거거든(요) 

low      낮 낮거든(요) 낮았거든(요) 낮을 거거든(요) 

narrow 좁 좁거든(요) 좁았거든(요) 좁을 거거든(요) 

noisy  시끄럽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울 거거든(요) 

numerous       많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많을 거거든(요) 

old (people) 늙+었 늙(었)거든(요) 늙었었거든(요) 늙을 거거든(요)/  

늙었을 거거든(요) 
old (thing) 낡+았 낡(았)거든(요) 낡았었거든(요) 낡을 거거든(요)／ 

낡았을 거거든(요) 
pretty 예쁘 예쁘거든(요) 예뻤거든(요) 예쁠 거거든(요) 

quick 빠르 빠르거든(요) 빨랐거든(요) 빠를 거거든(요) 

quiet 조용하 조용하거든(요) 조용했거든(요) 조용할 거거든(요) 

sad 슬프 슬프거든(요) 슬펐거든(요) 슬플 거거든(요) 

salty 짜 짜거든(요) 짰거든(요) 짤 거거든(요) 

shallow 얕 얕거든(요) 얕았거든(요) 얕을 거거든(요) 

short 짧 짧거든(요) 짧았거든(요) 짧을 거거든(요) 

sick 아프 아프거든(요) 아팠거든(요) 아플 거거든(요) 

slim 날씬하 날씬하거든(요) 날씬했거든(요) 날씬할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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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It’s because …

(present) 

+거든(요) 

It’s because …

(past) 

+(았/었)거든(요) 

It’s because … 

(future) 

 +{을/ㄹ} 거거든(요) 

slow 느리 느리거든(요) 느렸거든(요) 느릴 거거든(요) 

small        작 작거든(요) 작았거든(요)   작을 거거든(요) 

small (quantity) 적 적거든(요) 적었거든(요) 적을 거거든(요) 

smart 똑똑하 똑똑하거든(요) 똑똑했거든(요) 똑똑할 거거든(요) 

strong 튼튼하 튼튼하거든(요) 튼튼했거든(요) 튼튼할 거거든(요) 

tall 키가 크 키가 크거든(요) 키가 컸거든(요) 키가 클 거거든(요) 

tasteless 맛없 맛없거든(요) 맛없었거든(요) 맛없을 거거든(요) 

thick 두껍 두껍거든(요) 두꺼웠거든(요) 두꺼울 거거든(요) 

thin(people) 마르+았 말랐거든(요) 말랐었거든(요) 말랐을 거거든(요) 

thin(thing) 얇 얇거든(요) 얇았거든(요) 얇을 거거든(요) 

thirsty 목마르 목마르거든(요) 목말랐거든(요) 목마를 거거든(요) 

tired 피곤하 피곤하거든(요) 피곤했거든(요)  피곤할 거거든(요) 

ugly 못생기+었 못생겼거든(요) 못생겼었거든(요) 못생겼을 거거든(요) 

warm 따뜻하 따뜻하거든(요) 따뜻했거든(요) 따뜻할 거거든(요) 

weak 약하 약하거든(요) 약했거든(요) 약할 거거든(요) 

wide 넓 넓거든(요) 넓었거든(요) 넓을 거거든(요) 

young 젊 젊거든(요) 젊었거든(요) 젊을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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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 Casual Adjective Endings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 Supposition 

+{을/ㄹ} 거야 

afraid 무섭 무서워 무서웠어 무서울 거야 

bad 나쁘 나빠  나빴어 나쁠 거야 

beautiful  아름답 아름다워 아름다웠어 아름다울 거야 

big  크  커 컸어 클 거야 

boring  재미없 재미없어 재미없었어 재미없을 거야 

bright 밝 밝아 밝았어 밝을 거야 

busy 바쁘    바빠 바빴어 바쁠 거야 

cheap          싸 싸 쌌어 쌀 거야 

clean  깨끗하 깨끗해 깨끗했어 깨끗할 거야 

close           가깝 가까워 가까웠어 가까울 거야 

cloudy 흐리 흐려 흐렸어 흐릴 거야 

cold(thing) 차갑 차가워 차가웠어 차가울 거야 

cold 춥 추워 추웠어 추울 거야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해 복잡했어 복잡할 거야 

cool 시원하 시원해 시원했어 시원할 거야 

cute 귀엽 귀여워 귀여웠어 귀여울 거야 

dangerous 위험하 위험해 위험했어 위험할 거야 

dark 어둡 어두워 어두웠어 어두울 거야 

deep 깊 깊어 깊었어 깊을 거야 

delicious 맛있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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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았/었)어, +{을/ㄹ} 거야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 Supposition 

+{을/ㄹ} 거야 

difficult  어렵 어려워 어려웠어 어려울 거야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해 부지런했어 부지런할 거야 

dirty    더럽 더러워 더러웠어 더러울 거야 

easy          쉽 쉬워 쉬웠어 쉬울 거야 

expensive    비싸 비싸 비쌌어 비쌀 거야 

far          멀 멀어 멀었어 멀 거야 

fat 뚱뚱하 뚱뚱해 뚱뚱했어 뚱뚱할 거야 

fine(weather) 맑  맑아  맑았어 맑을 거야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을 거야 

good  좋  좋아 좋았어 좋을 거야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어 잘생겼었어 잘생겼을 거야 

happy 기분 좋 기분 좋아  기분 좋았어 기분 좋을 거야 

happy 행복하 행복해 행복했어 행복할 거야 

hate/dislike 싫 싫어 싫었어 싫을 거야 

heavy 무겁 무거워 무거웠어 무거울 거야 

high         높  높아  높았어 높을 거야 

hot 뜨겁 뜨거워 뜨거웠어 뜨거울 거야 

hot (spicy)  맵 매워 매웠어 매울 거야 

hot (temperature) 덥 더워 더웠어 더울 거야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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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 Supposition 

+{을/ㄹ} 거야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어 흥미있었어 흥미있을 거야 

kind 친절하 친절해 친절했었어 친절할 거야 

lazy  게으르 게을러 게을렀어 게으를 거야 

light 가볍 가벼워 가벼웠어 가벼울 거야 

long 길 길어 길었어 길 거야

low      낮 낮아 낮았어 낮을  거야 

narrow 좁 좁아 좁았어 좁을 거야 

noisy  시끄럽  시끄러워 시끄러웠어 시끄러울 거야 

numerous        많 많아  많았어  많을 거야 

old (people) 늙+었 늙었어 늙었었어 늙을 거야/ 

늙었을 거야 
old (thing) 낡+았 낡았어 낡았었어 낡을 거야／ 

낡았을 거야 
pretty 예쁘 예뻐 예뻤어 예쁠 거야 

quick 빠르 빨라 빨랐어 빠를 거야 

quiet 조용하 조용해 조용했어 조용할 거야 

sad 슬프 슬퍼 슬펐어 슬플 거야 

salty 짜 짜 짰어 짤 거야

shallow 얕 얕아 얕았어 얕을 거야 

short 짧 짧아 짧았어 짧을 거야 

sick 아프 아파 아팠어 아플 거야 

slim 날씬하 날씬해 날씬했어 날씬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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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아/어) 

Past

+(았/었)어 

Future / Supposition 

+{을/ㄹ} 거야 

slow 느리 느려 느렸어 느릴 거야 

small        작 작아   작았어   작을 거야 

small 

(quantity) 

적 적어 적었어 적을 거야 

smart 똑똑하 똑똑해 똑똑했어 똑똑할 거야 

strong 튼튼하 튼튼해 튼튼했어 튼튼할 거야 

tall 키가 크 키가 커 키가 컸어 키가 클 거야 

tasteless 맛없 맛없어 맛없었어 맛없을 거야 

thick 두껍 두꺼워 두꺼웠어 두꺼울 거야 

thin(people) 마르+았 말랐어 말랐었어 말랐을 거야 

thin(thing) 얇 얇았어 얇았어 얇을 거야 

thirsty 목마르 목말랐어 목말랐어 목마를 거야 

tired 피곤하 피곤해  피곤했어  피곤할 거야 

ugly 못생기+었 못생겼어 못생겼었어 못생겼을 거야 

warm 따뜻하 따뜻해 따뜻했어 따뜻할 거야 

weak 약하 약해 약했어 약할 거야 

wide 넓 넓어 넓었어 넓을 거야 

young 젊 젊어 젊었어 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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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 Adjectives with +지만; +(아/어)서; 

+{으}니까; +{으}면 

 Stem but 
+지만 

so that
+(아/어)서 

because
+{으}니까 

if
+{으}면 

afraid 무섭 무섭지만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bad 나쁘 나쁘지만 나빠서  나쁘니까  나쁘면  

beautiful  아름답 아름답지만 아름다워서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우면 

big  크  크지만  커서 크니까 크면 

boring  재미없 재미없지만 재미없어서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으면 

bright 밝 밝지만 밝아서 밝으니까 밝으면 

busy 바쁘    바쁘지만    바빠서 바쁘니까  바쁘면  

cheap          싸 싸지만 싸서 싸니까 싸면 

clean  깨끗하 깨끗하지만 깨끗해서 깨끗하니까  깨끗하면  

close           가깝 가깝지만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cloudy 흐리 흐리지만 흐려서 흐리니까 흐리면 

cold (thing) 차갑 차갑지만 차가워서 차가우니까 차가우면 

cold 춥 춥지만 추워서 추우니까 추우면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하지만 복잡해서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cool 시원하 시원하지만 시원해서 시원하니까 시원하면 

cute 귀엽 귀엽지만 귀여워서 귀여우니까 귀여우면 

dangerous 위험하 위험하지만 위험해서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dark 어둡 어둡지만 어두워서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deep 깊 깊지만 깊어서 깊으니까 깊으면 

delicious 맛있 맛있지만 맛있어서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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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but

+지만 
so that
+(아/어)서 

because
+{으}니까 

if 
+{으}면 

difficult  어렵 어렵지만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하지만 부지런해서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면 

dirty    더럽 더럽지만 더러워서 더러우니까 더러우면 

easy          쉽 쉽지만 쉬워서 쉬우니까 쉬우면 

expensive    비싸 비싸지만  비싸서 비싸니까 비싸면 

far          멀 멀지만 멀어서 머니까 멀면 

fat 뚱뚱하 뚱뚱하지만 뚱뚱해서 뚱뚱하니까 뚱뚱하면 

fine 

(weather) 맑 맑지만  맑아서 맑으니까 맑으면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지만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면 

good  좋  좋지만  좋아서 좋으니까 좋으면 

handsome 잘생기+었 잘생겼지만 잘생겨서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면 

happy 기분 좋 기분 좋지만 

기분 

좋아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면 

happy 행복하 행복하지만 행복해서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hate/dislike 싫 싫지만 싫어서 싫으니까 싫으면 

heavy 무겁 무겁지만 무거워서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high         높 높지만  높아서 높으니까 높으면 

hot 뜨겁 뜨겁지만 뜨거워서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hot (spicy)  맵 맵지만 매워서 매우니까 매우면 

hot 

(temperature) 덥 덥지만 더워서 더우니까 더우면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지만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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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but 
+지만 

so that
+(아/어)서 

because
+{으}니까 

if 
+{으}면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지만 흥미있어서 흥미있으니까 흥미있으면 

kind 친절하 친절하지만 친절해서 친절하니까 친절하면 

lazy  게으르 게으르지만 게을러서 게으르니까 게으르면 

light 가볍 가볍지만 가벼워서 가벼우니까 가벼우면 

long 길 길지만 길어서 길니까 길면 

low      낮 낮지만 낮아서 낮으니까  낮으면  

narrow 좁 좁지만 좁아서 좁으니까 좁으면 

noisy  시끄럽  시끄럽지만  시끄러워서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면 

numerous       많 많지만 많아서  많으니까 많으면 

old (people) 늙+었 늙었지만 늙어서 늙었으니까 늙었으면 

old (thing) 낡+았 낡았지만 낡아서 낡았으니까 낡았으면 

pretty 예쁘 예쁘지만  예뻐서 예쁘니까 예쁘면 

quick 빠르 빠르지만 빨라서 빠르니까 빠르면 

quiet 조용하 조용하지만 조용해서 조용하니까 조용하면 

sad 슬프 슬프지만 슬퍼서 슬프니까 슬프면 

salty 짜 짜지만 짜서 짜니까 짜면 

shallow 얕 얕지만 얕아서 얕으니까 얕으면 

short 짧 짧지만 짧아서 짧으니까 짧으면 

sick 아프 아프지만 아파서 아프니까 아프면 

slim 날씬하 날씬하지만 날씬해서 날씬하니까 날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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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but
+지만 

so that
+(아/어)서 

because
+{으}니까 

if 
+{으}면 

slow 느리 느리지만 느려서 느리니까 느리면 

small        작 작지만  작아서   작으니까 작으면 

small (quantity) 적 적지만  적어서 적으니까 적으면 

smart 똑똑하 똑똑하지만 똑똑해서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strong 튼튼하 튼튼하지만 튼튼해서 튼튼하니까 튼튼하면 

tall 키가 크 키가 크지만 키가 커서 키가 크니까 키가 크면 

tasteless 맛없 맛없지만 맛없어서 맛없으니까 맛없으면 

thick 두껍 두껍지만 두꺼워서 두꺼우니까 두꺼우면 

thin (people) 마르+았 말랐지만 말라서 말랐으니까 말랐으면 

thin (thing) 얇 얇지만 얇아서 얇으니까 얇으면 

thirsty 목마르 목마르지만 목말라서 목마르니까 목마르면 

tired 피곤하 피곤하지만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ugly 못생기+었 못생겼지만 못생겨서 못생겼으니까 못생겼으면 

warm 따뜻하 따뜻하지만 따뜻해서 따뜻하니까 따뜻하면 

weak 약하 약하지만 약해서 약하니까 약하면 

wide 넓 넓지만 넓어서 넓으니까 넓으면 

young 젊 젊지만 젊어서 젊으니까 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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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 Modifying Adjective Endings +{은/ㄴ} 

 Stem present 
+{은/ㄴ} 

afraid 무섭 무서운 

bad 나쁘 나쁜  

beautiful  아름답 아름다운 

big  크  큰 

boring  재미없 재미없는 

bright 밝 밝은 

busy 바쁘    바쁜  

cheap          싸 싼  

clean  깨끗하 깨끗한  

close           가깝 가까운  

cloudy 흐리 흐린 

cold(thing) 차갑 차가운 

cold 춥 추운 

complicated  복잡하 복잡한 

cool 시원하 시원한 

cute 귀엽 귀여운 

dangerous 위험하 위험한 

dark 어둡 어두운 

deep 깊 깊은 

delicious 맛있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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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은/ㄴ} 

difficult  어렵 어려운 

diligent 부지런하 부지런한 

dirty    더럽 더러운 

easy          쉽 쉬운 

expensive    비싸 비싼 

far          멀 먼 

fat 뚱뚱하 뚱뚱한 

fine(weather) 맑 맑은 

fun (enjoyable) 재미있 재미있는 

good  좋  좋은 

handsome 잘생기 잘생긴 

happy 기분 좋 기분 좋은 

happy 행복하 행복한 

hate/dislike  싫 싫은 

heavy 무겁 무거운 

high         높 높은 

hot 뜨겁 뜨거운 

hot (spicy)  맵 매운 

hot (temperature) 덥 더운 

interesting (fun ) 재미있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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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은/ㄴ} 

interesting  
(attention) 흥미있 흥미있는 

kind 친절하 친절한 

lazy  게으르 게으른 

light 가볍 가벼운 

long 길 긴 

low      낮 낮은  

narrow 좁 좁은 

noisy  시끄럽  시끄러운 

numerous        많 많은 

old (people) 늙 늙은 

old (thing) 낡 낡은 

pretty 예쁘 예쁜 

quick 빠르 빠른 

quiet 조용하 조용한 

sad 슬프 슬픈 

salty 짜 짠 

shallow 얕 얕은 

short 짧 짧은 

sick 아프 아픈 

slim 날씬하 날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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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present 
+{은/ㄴ} 

slow 느리 느린 

small        작 작은 

small (quantity) 적 적은 

smart 똑똑하 똑똑한 

strong 튼튼하 튼튼한 

tall 키가 크 키가 큰 

tasteless 맛없 맛없는 

thick 두껍 두꺼운 

thin (people) 마르 마른 

thin (thing) 얇 얇은 

thirsty 목마르 목마른 

tired 피곤하 피곤한 

ugly 못생기 못생긴  

warm 따뜻하 따뜻한 

weak 약하 약한 

wide 넓 넓은 

young 젊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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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3: Particles and Suffixes 

+{은/는ㄴ} 

+께서는       (honorific) 

Topic Particles  

(after nouns, pronouns) 

나는 모내시 대학교 학생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으세요. 

+{이/가} 

+께서          (honorific) 

Subject Particles  

(after nouns, pronouns) 

날씨가 좋아요.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을/를ㄹ} Object Particles  

(after nouns, pronouns) 

초콜릿을 좋아해요. 

+에게           (written) 

+한테           (spoken) 

+께              (honorific) 

Direction Particles  

(with people) 

to (a person)  

수미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께 말씀 드렸어요. 

+에게(서)    (written) 

+한테(서)    (spoken) 

Source  Particles 

 

from (a person) 

수미에게서 받았어요. 

+에 Destination Particle  

 

to (a location) 

학교에 가요. 

+{으}로 Dictection Particle 

 

to, towards 

학교로 가요. 

+에 Location Particle 

 

in; at; on 

교실에 있어요. 

+에서 Location Particle 

(with action verb) 

in; at; on 

모내시 대학교에서 공부해요. 

+에 Time Particle In; at; on 

월요일에 한국어 수업 있어요. 

+에 Rate and Ratio Particle per 

한 개에 2000 원이에요. 

+{으}로 Instrument  Particle by means of 

버스로 와요. 

+의  Possessive 

Particle 

's  

선생님의  책 

…+에서 ...+까지 Delimiter Particles from ... to … (distance)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부터 …+까지 Delimiter Particles from ... to … (time) 

한 시부터 두 시까지 

+만 Delimiter Particle only 

10 달러만 주세요 

+밖에 (with negative) Delimiter Particle only; no more than 

10 달러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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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Delimiter Particle each, every, all 

토요일마다 알바해요 

+도 Emphasis Particle also, too 

한국어도 공부해요 

+에는 (에+는) 

+에서는 (에서+는) 

+에도 (에+도) 

Combined Emphasis  

Particles 

토요일에는 

모내시 대학교에서는 

멜버른에도 

+들 Plural Suffix students 

학생들 

+{과/와}         (written) 

+하고            (spoken) 

+{이}랑          (colloquial) 

Conjunction Particles 

(between nouns) 

and   

사과하고 배 

with 

유미하고 먹었어요 

+{이}나 Conjunction Particles 

(between nouns) 

or 

사과나 배 

+보다 Comparision Particle rather than, compared with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때문에 Reasons 

 

because of 

너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