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ㄴ/는*
'-은/ㄴ/는*' is used before a noun to modify the noun. It is attached to an adjective stem.
When the adjective stem ends in a vowel, '-ㄴ' is used. When it ends in a consonant, '-은'
is used. When the adjective ends with '있다/없다', '-는' is used.
Ÿ

짧은 치마를 샀어요. (I bought a short skirt.)

Ÿ

짠 음식을 먹지 마세요. (Don't eat a salty food.)

※ ‘-은/ㄴ/는*’을 사용해서 완성하세요.
1. (키가 크다 /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7. (무겁다 / 가방) _________________________

2. (키가 작다 /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8. (가볍다 / 가방) _________________________

3. (맛있다 / 음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길다 / 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맛없다 / 음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짧다 / 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깨끗하다 / 옷)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가깝다 / 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더럽다 / 옷)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멀다 / 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은/ㄴ/는*’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작다, 크다, 넓다, 좁다, 가깝다, 멀다, 쉽다, 어렵다, 가볍다, 무겁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싸다, 비싸
다, 뜨겁다, 차갑다, 따뜻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멋있다, 예쁘다, 귀엽다, 친절하다
1. 가 : 어떤 가방을 살까요?
나 : _________________고 _________________은/ㄴ/는* 가방을 사세요.
2. 가 :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나 : 저는 _________________은/ㄴ/는* 영화를 좋아해요.
3. 가 : 우리 뭐 마실까요?
나 : 오늘은 더우니까 _________________은/ㄴ/는* 커피를 마십시다.
4. 가 :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요?
나 : 오늘은 그냥 _________________은/ㄴ/는* 식당에 갑시다.
5. 가 :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 : _________________고 _________________은/ㄴ/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6. 가 :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 저는 _________________고 _________________은/ㄴ/는* 사람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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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은/ㄴ/는*’을 사용해서 완성하세요.
1. 키가 큰 사람

7. 무거운 가방

2. 키가 작은 사람

8. 가벼운 가방

3. 맛있는 음식

9. 긴 머리

4. 맛없는 음식

10. 짧은 머리

5. 깨끗한 옷

11. 가까운 집

6. 더러운 옷

12. 먼 집

※ ‘-은/ㄴ/는*’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볍고 예쁜 가방을 사세요.
2.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3. 오늘은 더우니까 차가운 커피를 마십시다.
4. 오늘은 그냥 가까운 식당에 갑시다.
5.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6. 저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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