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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ㅂ니다 아요 어요 ㅏ요 ㅓ요 ㅕ요 워요 와요 ㅝ요 ㅘ요 해요 았다 었다 ㅆ다 ㅆ습니다 ㅘㅆ다 ㅘㅆ습니다 ㅕㅆ다 했다 웠다 왔다 ㄹㅏㅆ다 ㄹㅓㅆ다 ㄹ ㅏ요 ㄹ ㅓ요 ㄹ 어요 ㄹ 것이다 을 것이다 울 것이다 것이다 ㄹ을 것이다

1 가다 갑니다 갔다 갔습니다 갈 것이다

2 갈아타다 갈아탑니다 갈아탔다 갈아탔습니다 갈아탈 것이다

3 다니다 다닙니다 다녀요 다녔다 다닐 것이다

4 도와주다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도와주었다 도와줄 것이다

5 만나다 만납니다 만났다 만났습니다 만날 것이다

6 바꾸다 바꿉니다 바꿔요 바꾸었다 바꿀 것이다

7 배우다 배웁니다 배워요 배울 것이다

8 사다 삽니다 샀다 샀습니다 살 것이다

9 사귀다 사귑니다 사귀어요 사귀었다 사귈 것이다

10 쉬다 쉽니다 쉬어요 쉬었다 쉴 것이다

11 보다 봅니다 봐요 봤다 봤습니다 볼 것이다

12 지내다 지냅니다 지냈다 지냈습니다 지낼 것이다

13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았다 괜찮을 것이다

14 넓다 넓습니다 넓어요 넓었다 넓을 것이다

15 높다 높습니다 높아요 높았다 높을 것이다

16 씻다 씻습니다 씻어요 씻었다 씻을 것이다

17 앉다 앉습니다 앉아요 앉았다 앉을 것이다

18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었다 없을 것이다

19 웃다 웃습니다 웃어요 웃었다 웃을 것이다

20 읽다 읽습니다 읽어요 읽었다 읽을 것이다

21 좋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았다 좋을 것이다

22 찍다 찍습니다 찍어요 찍었다 찍을 것이다

23 찾다 찾습니다 찾아요 찾았다 찾을 것이다

24 요리하다 요리합니다 요리해요 요리했다 요리할 것이다

25 잘하다 잘합니다 잘해요 잘했다 잘할 것이다

26 조용하다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조용했다 조용할 것이다

27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했다 죄송할 것이다

28 친하다 친합니다 친해요 친했다 친할 것이다

29 피곤하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했다 피곤할 것이다

30 그리다 그립니다 그려요 그렸다 그릴 것이다

31 기다리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기다렸다 기다릴 것이다

32 끌리다 끌립니다 끌려요 끌렸다 끌릴 것이다

33 밀리다 밀립니다 밀려요 밀렸다 밀릴 것이다

34 흐리다 흐립니다 흐려요 흐렸다 흐릴 것이다

35 흘리다 흘립니다 흘려요 흘렸다 흘릴 것이다

36 닫다 닫습니다 닫아요 닫았다 닫을 것이다

37 믿다 믿습니다 믿어요 믿었다 믿을 것이다

38 받다 받습니다 받아요 받았다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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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ㅂ니다 아요 어요 ㅏ요 ㅓ요 ㅕ요 워요 와요 ㅝ요 ㅘ요 해요 았다 었다 ㅆ다 ㅆ습니다 ㅘㅆ다 ㅘㅆ습니다 ㅕㅆ다 했다 웠다 왔다 ㄹㅏㅆ다 ㄹㅓㅆ다 ㄹ ㅏ요 ㄹ ㅓ요 ㄹ 어요 ㄹ 것이다 을 것이다 울 것이다 것이다 ㄹ을 것이다

39 젓다 젓습니다 저어요 저었다 저을 것이다

40 짓다 짓습니다 지어요 지었다 지을 것이다

41 낫다 낫습니다 나아요 나았다 나을 것이다

42 다르다 다릅니다 달랐다 달라요 다를 것이다

43 모르다 모릅니다 몰랐다 몰라요 모를 것이다

44 고르다 고릅니다 골랐다 골라요 고를 것이다

45 자르다 자릅니다 잘랐다 잘라요 자를 것이다

46 부르다 부릅니다 불렀다 불러요 부를 것이다

47 흐르다 흐릅니다 흘렀다 흘러요 흐를 것이다

48 구르다 구릅니다 굴렀다 굴러요 구를 것이다

49 곱다 곱습니다 고와요 고왔다 고울 것이다

50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웠다 고마울 것이다

51 귀엽다 귀엽습니다 궈여워요 귀여웠다 귀여울 것이다

52 덥다 덥습니다 더워요 더웠다 더울 것이다

53 돕다 돕습니다 도와요 도왔다 도울 것이다

54 무겁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웠다 무거울 것이다

55 맵다 맵습니다 매워요 매웠다 매울 것이다

56 무섭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웠다 무서울 것이다

57 반갑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웠다 반가울 것이다

58 쉽다 쉽습니다 쉬워요 쉬웠다 쉬울 것이다

59 아름답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울 것이다

60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웠다 어려울 것이다

61 입다 입습니다 입어요 입었다 입을 것이다

62 즐겁다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거웠다 즐거울 것이다

63 춥다 춥습니다 추워요 추웠다 추울 것이다

64 걷다 걷습니다 걸어요 걸을 것이다

65 듣다 듣습니다 들어요 들을 것이다

66 묻다 묻습니다 물어요 물을 것이다

67 길다 깁니다 길어요 길었다 길 것이다

68 늘다 늡니다 늘어요 늘었다 늘 것이다

69 달다 답니다 달아요 달았다 달 것이다

70 만들다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71 알다 압니다 알아요 알았다 알 것이다

72 얼다 업니다 얼어요 얼었다 얼 것이다

73 울다 웁니다 울어요 울었다 울 것이다

74 힘들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었다 힘들 것이다

75 고프다 고픕니다 고파요 고플 것이다

76 슬프다 슬픕니다 슬퍼요 슬플 것이다

77 쓰다 씁니다 써요 쓸 것이다

78 아프다 아픕니다 아파요 아플 것이다

79 예쁘다 예쁩니다 예뻐요 예쁠 것이다

80 기쁘다 기쁩니다 기뻐요 기쁠 것이다

ㅂ' 불규칙

ㄷ' 불규칙

ㄹ' 탈락

ㅡ'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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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기본형

종결 어미

ㅅ' 불규칙

르' 불규칙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고 지만 서 해서 ㅕ서 ㅝ서 워서 ㅘ서 와서 ㅏ서 아서 ㅓ서 어서 ㄹ ㅏ서 ㄹ ㅓ서 ㄹ 어서 니까 으니까 우니까 ㄹ으니까 면 으면 우면 ㄹ으면

1 가다 가고 가지만 가서 가니까 가면

2 갈아타다 갈아타고 갈아타지만 갈아타서 갈아타니까 갈아타면

3 다니다 다니고 다니지만 다녀서 다니니까 다니면

4 도와주다 도와주고 도와주지만 도와줘서 도와주니까 도와주면

5 만나다 만나고 만나지만 만나서 만나니까 만나면

6 바꾸다 바꾸고 바꾸지만 바꿔서 바꾸니까 바꾸면

7 배우다 배우고 배우지만 배워서 배우니까 배우면

8 사다 사고 사지만 사서 사니까 사면

9 사귀다 사귀고 사귀지만 사귀어서 사귀니까 사귀면

10 쉬다 쉬고 쉬지만 쉬어서 쉬니까 쉬면

11 보다 보고 보지만 봐서 보니까 보면

12 지내다 지내고 지내지만 지내서 지내니까 지내면

13 괜찮다 괜찮고 괜찮지만 괜찮아서 괜찮으니까 괜찮으면

14 넓다 넓고 넓지만 넓어서 넓으니까 넓으면

15 높다 높고 높지만 높아서 높으니까 높으면

16 씻다 씻고 씻지만 씻어서 씻으니까 씻으면

17 앉다 앉고 앉지만 앉아서 앉으니까 앉으면

18 없다 없고 없지만 없어서 없으니까 없으면

19 웃다 웃고 웃지만 웃어서 웃으니까 웃으면

20 읽다 읽고 읽지만 읽어서 읽으니까 읽으면

21 좋다 좋고 좋지만 좋아서 좋으니까 좋으면

22 찍다 찍고 찍지만 찍어서 찍으니까 찍으면

23 찾다 찾고 찾지만 찾아서 찾으니까 찾으면

24 요리하다 요리하고 요리하지만 요리해서 요리하니까 요리하면

25 잘하다 잘하고 잘하지만 잘해서 잘하니까 잘하면

26 조용하다 조용하고 조용하지만 조용해서 조용하니까 조용하면

27 죄송하다 죄송하고 죄송하지만 죄송해서 죄송하니까 죄송하면

28 친하다 친하고 친하지만 친해서 친하니까 친하면

29 피곤하다 피곤하고 피곤하지만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30 그리다 그리고 그리지만 그려서 그리니까 그리면

31 기다리다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기다려서 기다리니까 기다리면

32 끌리다 끌리고 끌리지만 끌려서 끌리니까 끌리면

33 밀리다 밀리고 밀리지만 밀려서 밀리니까 밀리면

34 흐리다 흐리고 흐리지만 흐려서 흐리니까 흐리면

35 흘리다 흘리고 흘리지만 흘려서 흘리니까 흘리면

36 닫다 닫고 닫지만 닫아서 닫으니까 닫으면

37 믿다 믿고 믿지만 믿어서 믿으니까 믿으면

38 받다 받고 받지만 받아서 받으니까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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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젓다 젓고 젓지만 저어서 저으니까 저으면

40 짓다 짓고 짓지만 지어서 지으니까 지으면

41 낫다 낫고 낫지만 나아서 나으니까 나으면

42 다르다 다르고 다르지만 달라서 다르니까 다르면

43 모르다 모르고 모르지만 몰라서 모르니까 모르면

44 고르다 고르고 고르지만 골라서 고르니까 고르면

45 자르다 자르고 자르지만 잘라서 자르니까 자르면

46 부르다 부르고 부르지만 불러서 부르니까 부르다

47 흐르다 흐르고 흐르지만 흘러서 흐르니까 흐르면

48 구르다 구르고 구르지만 굴러서 구르니까 구르면

49 곱다 곱고 곱지만 고와서 고우니까 고우면

50 고맙다 고맙고 고맙지만 고마워서 고마우니까 고마우면

51 귀엽다 귀엽고 귀엽지만 귀여워서 귀여우니까 귀여우면

52 덥다 덥고 덥지만 더워서 더우니까 더우면

53 돕다 돕고 돕지만 도와서 도우니까 도우면

54 무겁다 무겁고 무겁지만 무거워서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55 맵다 맵고 맵지만 매워서 매우니까 매우면

56 무섭다 무섭고 무섭지만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57 반갑다 반갑고 반갑지만 반가워서 반가우니까 반가우면

58 쉽다 쉽고 쉽지만 쉬워서 쉬우니까 쉬우면

59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아름다워서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우면

60 어렵다 어렵고 어렵지만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61 입다 입고 입지만 입어서 입으니까 입으면

62 즐겁다 즐겁고 즐겁지만 즐거워서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63 춥다 춥고 춥지만 추워서 추우니까 추우면

64 걷다 걷고 걷지만 걸어서 걸으니까 걸으면

65 듣다 듣고 듣지만 들어서 들으니까 들으면

66 묻다 묻고 묻지만 물어서 물으니까 물으면

67 길다 길고 길지만 길어서 기니까 길면

68 늘다 늘고 늘지만 늘어서 느니까 늘면

69 달다 달고 달지만 달아서 다니까 달면

70 만들다 만들고 만들지만 만들어서 만드니까 만들면

71 알다 알고 알지만 알아서 아니까 알면

72 얼다 얼고 얼지만 얼어서 어니까 얼면

73 울다 울고 울지만 울어서 우니까 울면

74 힘들다 힘들고 힘들지만 힘들어서 힘드니까 힘들면

75 고프다 고프고 고프지만 고파서 고프니까 고프면

76 슬프다 슬프고 슬프지만 슬퍼서 슬프니까 슬프면

77 쓰다 쓰고 쓰지만 써서 쓰니까 쓰면

78 아프다 아프고 아프지만 아파서 아프니까 아프면

79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만 예뻐서 예쁘니까 예쁘면

80 기쁘다 기쁘고 기쁘지만 기뻐서 기쁘니까 기쁘면

ㅂ' 불규칙

ㄷ' 불규칙

ㄹ' 탈락

ㅡ'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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