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Grammar: 초급
단어와 문법 Week 10

Grammar (문법)

Unit 23: Quotations

1. Direct Quotations ( 하고/라고+V after quotes ) 
Vs =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다; 물어보다; 생각하
다; 부탁하다; 쓰다; 듣다; 써 있다  
하고 = shows original feeling, don’t use w/ previous 하다 
라고 = everyday speech 

2. Indirect Quotations ( ~고+V ) (more complex) 
Direct request to listener = (~아/어) 달라고 하다 
Request for third person = (~아/어) 주라고 하다 

3. Indirect Quotations Contracted Forms (colloquial) 

Type Tense Indirect Contracted

D
e
c
la

ra
ti
ve

현재V ~(느)ㄴ다고 하다 ~(느)ㄴ대요

현재A ~다고 하다 ~대요

현재N (이)라고 하다 (이)래요

과거 ~았/었/였다고 하다 ~았/었/였대요

미래 ~(으)ㄹ 거라고 하다 ~(으)ㄹ 거래요

In
te

rr
o
g
a
ti
ve

현재V ~(으)냐고 합니다 ~(이)냬요

현재A ~(느)냐고 하다 ~냬요

현재N (이)냐고 하다 ~(으)냬요

과거 ~자고 하다 ~았/었냬요

미래 ~(으)라고 하다 ~(으)ㄹ 거냬요

Suggestive ~자고 하다 ~재요

Imperative

~(으)라고 하다 ~(으)래요

~아/어/여 달라고 하다 ~아/어 달래요 

~아/어/여 주라고 하다 ~아/어 주래요 

Unit 24: Irregular Conjugations (불규칙)

1. ‘ㅡ’ 불규칙 (drop it; vowel before ㅡ tells 아/어 ending)

2. ‘ㄹ’ 불규칙 (drop it for ㄴ,ㅂ,ㅅ endings; 으 keeps it)

3. ‘ㅂ’ 불규칙 (drop it; 돕다; 곱다 = 오; others = 우) 

   좁다; 입다; 씹다; 잡다 = regular conjugation

4. ‘ㄷ’ 불규칙 (some ㄷ change to ㄹ) 
   닫다; 받다; 믿다 = regular conjugation

5. ‘르’ 불규칙 (omit ㅡ, add ㄹ to make ㄹㄹ)

6. ‘ㅎ’ 불규칙 (omit ㅎ & 으 (if present); add ㅣ to 아/어) 

   좋다; 많다; 낳다; 넣다 = regular conjugation

7. ‘ㅅ’ 불규칙 (drop ㅅfor some) 
   벗다; 웃다; 씻다 = regular conjugation

Day 55

Day 56

Day 57

Day 58

Day 59

Day 60

649 실패(하다) Fail(ure)
650 성공  Success
651 뭐라고  What? (spoken)
652 이야기하다 Tell a story, speak
653 누르다  Press, suppress, overpower
654 소리  Sound, words
655 소리치다 Shout
656 세상  World, life
657 세상에  On Earth
658 왕  King
659 왕비  Queen
660 왕자  Prince

661 성경  Bible
662 전하다  Deliver, hand down
663 자기  Oneself
664 모이다  Gather
665 커플  Couple
666 커플티  Couple T-shirts
667 코미디  Comedy
668 예매하다 Buy in advance
669 불규칙  Irregularity
670 불규  Irregular
671 소풍  Picnic
672 공연  Public performance

673 프러포즈 Propose (marriage)
674 성격  Character, personality
675 별로  Especially
676 초콜릿  Chocolate
677 제품  Product
678 좁다  To be narrow
679 씹다  Chew
680 싱겁다  Not properly salted
681 닮다  Resemble
682 기사  Engineer
683 세워  Stand, park a car
684 믿다  Trust, believe in

685 평소  Ordinary times
686 인기  Popularity
687 기르다  Raise, build up, grow
688 쌍둥이  Twin
689 실수하다 Make a mistake
690 서투르다 Be unskilled, strange, clumsy
691 이상하다 Be strange
692 백설공주 Snow White
693 백색  White
694 피부  Skin
695 관심  Concern
696 성적  Grade

697 까맣다  To be black
698 노랗다  To be yellow
699 파랗다  To be blue
700 빨갛다  To be red
701 하얗다  To be white
702 이렇다 (이래) To be like this
703 그렇다 (그래) To be like that
704 저렇다 (저래) To be like that
705 어떻다 (어때) To be how, like what
706 녹색  Green
707 어머  Why
708 모기  Mosquito

709 물다  Bite
710 컵  Cup
711 크림  Cream
712 낫다  Be superior, be cured
713 잇다  Connect, inherit
714 긋다  Draw
715 젓다  Wave, beat
716 중요  Importance
717 중요하다 Be important
718 줄  Row, line, rope
719 문장  Sentence, writing
720 이미  Alrea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