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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 Korean | 시간, 시, 분, 초 

There are two types of numbers : Sino-Korean numbers and Pure-Korean numbers.  

Korean numbers Lesson : https://youtu.be/oKHQp3T-lXw 

Counter Words Lesson : https://youtu.be/U1UmO1njM7Y 

 

Pure numbers are used for time, 

and Sino numbers are used for minute. 

 

We use 시 for time marker, and 분 for minute marker 

So it would be 한 시 for 1 ‘o clock 

and 일 분 for 1 minute. 

When a pure Korean number is used with counter words, 

하나, 둘, 셋, 넷 changes its form and becomes 한, 두, 세, 네 

 

Time Maker 시 

So it’s 한 시 for 1 ‘o clock,  

두 시 for two o’ clock,  

세 시 3 o’ clock,  

and 네시 4’ o clock. 

 

But for the rest of the numbers from 다섯 to 열, they remain the same. 

 

5 o’clock 다섯 시 

6 o’clock 여섯 시 

7 o’clock 일곱 시 

8 o’clock 여덟 시 

9 o’clock 아홉 시 

10 o’clock 열 시,  

11 o’clock 열한 (열하나x) 시,  

12 o’clock 열 두(열 둘 x) 시 

 

 

https://youtu.be/oKHQp3T-lXw
https://youtu.be/U1UmO1njM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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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 Marker 분 

2:10 두 시 십분 

3:15 세 시 십오분 

4:20 네 시 이십분 

5:30  다섯 시 삼십분 (=반) (not 반 분!) 

10:40 열시 사십분 

11:50 열한 시 오십분 

12:55 열두 시 오십오문 

 

You can also put 오전 (am) or 오후 (pm) before the time. 

 

오전 11시 (=오전 열한시) 11am 

오후 7시 30분 (=오후 일곱시 삼십분 / 반) = 7:30 pm 

 

Time Duration = Pure Number + 시간 

한 시간 An hour (Don’t confuse it with 한 시) 

두 시간 Two hours 

세 시간 Three hours 

네 시간 Four hours 

다섯 시간 Five hours 

여섯 시간 Six hours 

일곱 시간 Seven hours 

여덟 시간 Eight hours 

아홉 시간 Nine hours 

열 시간 Ten hours 

열한 시간 Eleven hours 

열두 시간 Twelve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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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Duration = Sino Number + 분 

10 minutes : 10분 

Half an hour (30 minutes) : 30분 (You cannot use 반 when you mean just 30 

minutes of duration.) 

An hour and 10 minutes : 한 시간 십분 

Two hours and a half = 두 시간 삽십분 (Here, you can say 두시간 반. If 30 minutes 

is included with hour duration, 반 can be used, but when it is used alone, just 

thirty minutes of duration, you cannot use 반) 

Eight hours and 40 minutes: 여덟시간 사십분  

Twelve hours and a half : 열두시간 삼십분 / 열두시간 반 

 

 

Practice with Quiz 

제프는 오늘 오후 한 시부터 세 시 반까지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Q. 제프는 오늘 한국어를 몇 시간 동안 공부했나요?  

 

 

지금은 9 시 40 분입니다. 30분 후에 제프가 도착합니다. 

Q. 제프가 도착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4시 50분부터 5시 25분까지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를 몇 분 동안 기다렸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