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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1. 용언 

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          )하는 기능을 가

진 말을 말한다. 용언에는 (          )와 

(          )가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            )을 한다는 것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          ) 과 (          )로 

구성되는데,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          ), 

반드시 (               )를 필요로 한다.  

 

① 동사  

주체의 움직임이나 작용,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 

목적어가 있으면 (              ), 목적어가 없으

면 (                )라고 한다.  

먹다, 피다, 가다, 잡다, 있다 

 

② 형용사 

주체의 (         )이나 (         )를 표시하는 단

어이다. 주체의 속성이나 성질을 표시한 

(            )와  지시성을 표현한 (             )

가 있다.  

그러하다 아름답다 이쁘다 아무러하다 푸르르다  

 

포인트 2.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현재 관형사형 어미( 어간+-는) , 현재 시

제 선어말 어미 (어간+-ㄴ다)를 취하면 

(         )이다.  

물이 흐른다     

물이 맑는다       

영희가 예쁜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영호가 큰다. 

 

 



 

페
이
지
2
 

 명령형, 청유형을 취하면 (        )이다.  

저것을 보아라    

바나나를 먹어라     

물아, 맑아라     

영희야, 예쁘자. 

 

 목적의 의미 ‘-러’나 의도의 어미 ‘-려’가 

결합하면 (        )이다. 

나는 아름다우러 간다. 

나는 예쁘려 한다.  

밥을 먹으러 집에 간다.  

그들은 내일 일찍 떠나려 한다. 

 

✠ 적중 문제 _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1. 되지도 않는 소리 말아라. 

2. 음식이 맛이 없느냐? 

3. 건강하게 지내세요. 

4.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5. 돈의 액수가 크다. 

6. 강의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찾아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8. 얌전하게 좀 있어라. 

9.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 

10. 이틀만 있으면 구정이다. 

11. 너는 항상 늦는구나. 

12. 늦은 점심이라 맛적다. 

13. 시간이 왜 그렇게 기니? 

포인트 3. 용언의 활용 

 어미의 종류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규칙 활용 

‘ㄹ’ 

탈락 

어간의 ‘ㄹ’받

침이 ‘ㄴ,ㅂ,

ㅅ’ 및 ‘-(으)

오, -(으)ㄹ’앞

에서 탈락함 

하늘을 나는 비행기 

사과를 파는 할머니 

거친 벌판 

‘ㅡ’ 

탈락 

모음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 

우러러, 담가, 잠가, 

바빠,  

치러 

 

 불규칙 활용 

 

① ①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 :  

②    ㅅ,ㄷ,르,ㅂ,우 불규칙 활용 

③  

벗다, 짓다, 솟다, 빼앗다, 낫다, 잇다 

 

붇다, 일컫다, 긷다, 싣다, 얻다, 묻다(問) ,묻다(埋) 

 

굽다(曲), 굽다(燔), 접다, 깁다, 곱다 

 

부르다, 그르다, 치르다, 우러르다, 가파르다 

 

주다, 꾸다, 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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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 : 

‘여, 러, 너라, 오’ 불규칙 

 

사다, 나다, 차다, 파다, 하다 

 

들르다, 이르다(到), 푸르다, 노르다, 누르다 

 

보다, 쏘다, 오다 

 

주다, 달다 

 

③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불규칙 용언 :  

‘ㅎ’ 불규칙 

 

좋다, 놓다, 누렇다, 빨갛다, 보얗다 

 

 

✠ 적중 문제 _ 활용이 바른 것에 를, 그렇지 않

으면 X를 하시오. 

감기가 낫으니 좋다. 

돈을 따라 주으니 기분이 좋다. 

돼지가 되려고 밥을 많이 푸었다. 

몸무게가 불면 기분이 나빠진다. 

얼굴이 생각보다 하예서 놀랐다. 

은행잎이 노랗네. 

 

 

 

 

 

 

포인트 4. 파생 명사와 용언의 활용형 구분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

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문장 성분을 변

화시키는 것이지 (           )를 바꾸는 것은 아니

다. 품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미’가 아니라 

(           )다.  

 

‘-(으)ㅁ, -기’는 명사화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로 쓰인다. 즉 용언이 명사형이 된 것과 아예 품사

가 바뀐 파생 명사 둘 다 모두 ‘-(으)ㅁ, -기’의 형

태를 취한다.  

 

✠ 적중 문제 _ 품사를 구분하시오. 

모양을 다르게 만듦. 

그림 그리기가 어려움. 

얼음이 얾. 

빠른 걸음으로 걸음. 

고기를 맛있게 구움. 

불우 이웃에게 온정을 베풂. 

환한 웃음을 웃음. 

알음이 있는 사이를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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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5. 본용언과 보조용언 

(           )은 뚜렷한 의미와 실질적인 뜻을 지닌, 

자립성을 가진 용언을 말한다. 단독으로 문장의 서

술어가 될 수 있다. (           )은 앞의 용언과 연

결 되어 문법적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자립

성이 희박하여 단독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없

다.  

✠ 적중 문제 _밑줄 친 부분이 ‘본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 쓰시오. 

이것을 먹어 보아라. 

야! 건강해야 해. 

이곳에서 공부하지 마시오. 

아이가 도화지를 들고 간다. 

선생님이 늙어 보인다. 

고개를 뒤로 젖히다. 

내가 일을 하게 했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갔다. 

내가 말을 들어 봤다. 

아이가 울어 쌓네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차가 떠나 버리고 말았다. 

 

 

 

 

 

 

✠ 적중 문제 _ ‘보조 용언’의 품사를 구별하시오. 

밥을 먹고 싶다. 

치즈를 먹어 본다. 

영수를 공무원인가 보다. 

많이 먹지 않는다. 

물이 맑지는 않다. 

생선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바빠서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무게가 나가다 보니 들 수 없지. 

 

 

 

포인트 6. 용언의 준말 

✠ 적중 문제 _ 맞는 표기에는 , 틀린 표기에는 X

를 하시오. 

은영이와 진욱이는 사겨요. 

그는 공무원이 돼서 기뻤다. 

영수는 공무원이 됬는데, 영희는 못 됬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  

그러면 안 되지. 

꼭 죄는 느낌이다. 

설을 잘 쇄어라. 

칸을 띄여 써라. 

귀가 틔여 기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