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동안, - 동안
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indicate a duration of time in which an action or an event occurs.
Ÿ

한국에서 사는 동안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I made many friends while I was living in Korea.)

Ÿ

기다리시는 동안 이 잡지를 읽으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read this magazine while you wait?)

Ÿ

방학 동안에 뭘 할 거예요? (What would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 '-는 동안, - 동안'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1. 제가

눈이 많이 왔어요. (자다)

2.

전화가 왔군요. (샤워하다)

3.

음악을 들어요. (요리를 만들다)

4. 저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1년)

5.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이틀)

6.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

※ '-는 동안, - 동안'과 아래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드세요.
10년

음식을 기다리다

운전하다

아기가 자다

같이 지내다

공부하다

여행하다
이틀

1. 가 : 한국에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나 :

살았는데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2. 가 :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나 :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3. 가 :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 : 저는

메뉴판을 읽어요.

4. 가 : 한국을 여행할 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 : 네, 저는
5. 가 :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계속 스마트폰을 보지 마!

나 : 저도 알아요, 엄마...
6. 가 : 반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나 : 네,
7. 가 :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보통 뭘 하세요?

나 : 차 안에서는 보통 노래를 듣거나 크게 노래를 불러요.
8. 가 : 아기 때문에 피곤하시겠어요.
나 :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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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잠깐 자요.

답
※ '-는 동안, - 동안'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1. 자는 동안
2. 샤워하는 동안
3. 요리를 만드는 동안
4. 1년 동안
5. 이틀 동안
6. 운전하는 동안

※ '-는 동안, - 동안'과 아래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드세요.
1. 10년 동안
2. 이틀 동안
3.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4. 여행하는 동안
5. 공부하는 동안
6. 같이 지내는 동안
7. 운전하는 동안
8. 아기가 자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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