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가벼운 이탈리아어
주차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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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커리큘럼 A1 입문
1주 ┃	알파벳과 발음 L’alfabeto e l’accento
알파벳과 발음, 강세 등 이탈리아어의 기초 및 기본 표현
2주 ┃	소개하기 Presentarsi
명사의 성과 수의 개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는 표현
3주 ┃	안부 물어보기 Salutare
형용사의 성과 수의 개념, 안부를 묻고 답하는 표현
4주┃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하기 Ringraziare e scusarsi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개념,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
5주 ┃	시간 말하기 Dire l’ora
주격 인칭대명사와 essere 동사, 시간과 관련된 표현
6주 ┃	일상적인 표현 Espressioni quotidiane
avere와 stare 동사, 유용한 일상 표현
7주 ┃	기원하는 표현하기 Fare gli auguri
-are 형 규칙 동사, 기원하는 표현
8주┃	호칭 표현 I nomi
-ere 형 규칙 동사, 다양한 호칭 표현

9주 ┃	주문하기 Ordinare
-ire 형 규칙 동사, 가게에서 주문할 때 유용한 표현
10주 ┃	상태 표현하기 Esprimere una condizione
필수 불규칙 동사, 몸 상태 및 맛에 대한 표현
11주 ┃	도움 요청하기 Chiedere aiuto
전치사 및 전치사+관사,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
12주 ┃	감탄하는 표현하기 Esclamazioni
의문형용사 및 의문대명사, 감탄하는 표현
13주 ┃	좋아하는 것 말하기 Dire cosa mi piace
부분관사, 부정대명사 및 부정형용사,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
14주 ┃	감탄사로 표현하기 Esprimere con esclamazioni
비교급과 최상급, 감탄사와 의성어 표현
15주 ┃	동의와 거절하는 표현하기 Consentire e rifiutare
조동사 volere, potere, dovere, 동의 또는 거절의 표현

16주 ┃	A1 파이널 테스트 50 A1 Esame finale 50
A1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을 50개의 연습문제를 통해 최종 점검합니다.

주차별 커리큘럼 A2 초급
17주 ┃ 주방에서 Nella cucina
관계대명사, 요리와 주방에 관한 표현
18주 ┃ 장보기 Fare la spesa
전치사와 인칭대명사 활용, 장보기 관련 유용 표현
19주 ┃ 학교에서 A scuola
직접 목적격 인칭대명사, 학교에 관한 표현
20주┃ 병원과 약국 Ospedale e Farmacia
간접 목적격 인칭대명사, 병원과 약국에서 유용한 표현
21주 ┃ 직장에서 Al lavoro
복합 문장, 직장과 일에 관한 표현
22주 ┃ 자연과 우주 Universo e Natura
동사의 과거분사, 알아두면 유용한 회화 표현
23주 ┃ 오늘 날씨가 어때? Che tempo fa oggi?
시간 표현, 날씨에 관한 표현
24주 ┃ 여보세요, 누구세요? Pronto, chi parla?
근과거 시제, 전화할 때 유용한 표현
25주 ┃ 미디어와 통신 Media e Comunicazione
재귀용법, 휴대폰과 SNS관련 유용 표현
26주 ┃ 은행에서 In banca
반과거 시제, 은행 관련 유용한 표현

27주 ┃ 놀이와 취미 Giochi e Passatempi
현재진행형 시제, 놀이와 취미에 관한 표현
28주 ┃ 음악 Musica
조건법 현재, 흥미로운 표현
29주 ┃ 미술관에서 Al museo d’arte
명령법, 색에 관한 관용 표현
30주┃ 결혼식 Matrimonio
단순 미래 시제, 결혼과 관련한 유용 표현
31주 ┃ A2 문법 정리
A2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문법을 정리합니다.
32주 ┃ 파이널 테스트 50 La prova finale 50
A2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을 50개의 연습문제를 통해 최종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