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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Irregular (verb) 

짓다 = build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지었어 지어 짓겠어 

Informal high 지었어요  지어요 짓겠어요 

Plain form 지었다 짓는다 짓겠다 

Formal high 지었습니다 짓습니다  짓겠습니다 

 

ㅅ Irregular (adjective) 

낫다 = better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나았어 나아 낫겠어 

Informal high 나았어요  나아요 낫겠어요 

Plain form 나았다 낫다 낫겠다 

Formal high 나았습니다 낫습니다  낫겠습니다 

Adjective form 나은 

 

ㄷ Irregular (done only with verbs) 

걷다 = walk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걸었어 걸어 걷겠어 

Informal high 걸었어요 걸어요 걷겠어요 

Plain form 걸었다 걷는다 걷겠다 

Formal high 걸었습니다  걷습니다 걷겠습니다 

 

ㅂ Irregular (Done mostly with adjectives) 

춥다 = cold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추웠어 추워 춥겠어 

Informal high 추웠어요 추워요 춥겠어요 

Plain form 추웠다 춥다 춥겠다 

Formal high 추웠습니다 춥습니다 춥겠습니다 

Adjective form 추운 날씨 = cold weather 

 

ㅂ Irregular (verb) 

눕다 = lie down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누웠어 누워 눕겠어 

Informal high 누웠어요  누워요 눕겠어요 

Plain form 누웠다 눕는다 눕겠다 

Formal high 누웠습니다 눕습니다  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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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Irregular (verb)  

잠그다 = lock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잠갔어 잠가 잠그겠어 

Informal high 잠갔어요 잠가요 잠그겠어요  

Plain form 잠갔다 잠근다 잠그겠다 

Formal high 잠갔습니다 잠급니다 잠그겠습니다 

 

ㅡ Irregular (adjective)  

예쁘다 = pretty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예뻤어 예뻐 예쁘겠어 

Informal high 예뻤어요 예뻐요 예쁘겠어요 

Plain form 예뻤다 예쁘다 예쁘겠다 

Formal high 예뻤습니다 예쁩니다 예쁘겠습니다 

 

 르 Irregular (verb) 

고르다 = choose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골랐어 골라 고르겠어 

Informal high 골랐어요 골라요 고르겠어요 

Plain form 골랐다 고른다 고르겠다 

Formal high 골랐습니다 고릅니다 고르겠습니다 

 

르 Irregular (adjective) 

빠르다 = fast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빨랐어 빨라 빠르겠어 

Informal high 빨랐어요 빨라요 빠르겠어요 

Plain form 빨랐다 빠르다 빠르겠다 

Formal high 빨랐습니다 빠릅니다 빠르겠습니다 

Adjective form 빠른 남자 = Fast man 

 

ㄹ Irregular (verb) 

열다 = open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열었어 열어 열겠어 

Informal high 열었어요 열어요 열겠어요 

Plain form 열었다 연다 열겠다 

Formal high 열었습니다  엽니다 열겠습니다 

 

 

 

 



© HowtoStudyKorean.com – Unit 1 3 

ㄹ Irregular (adjective) 

길다 = long Past Present Future 

Informal low 길었어 길어 길겠어 

Informal high 길었어요 길어요 길겠어요 

Plain form 길었다 길다 길겠다 

Formal high 길었습니다 깁니다 길겠습니다 

Adjective form 긴 거리 = long r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