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이탈리아어 1단계 과정>

교재 : 신 이탈리아어 회화(Language Plus)

순서 주     제 세   부   내   용

1 알파벳, 독특한 발음
알파벳과 이탈리아어의 독특한 발음, 

외래어 사용 문자(j, k, w, x, y) 배우기

2 기본 동사 두 가지
기본 동사 두 가지(essere, avere) 변화 

및 활용법 배우기
3 기본 동사 활용 회화 기본 동사를 활용하여 기본 회화 익혀보기

4 정관사와 부정관사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종류 및 변화

5 관사, 동사 혼합 회화 관사와 동사가 혼합된 회화 배우기

6 전치사 관사 전치사관사 결합법 배우고 활용하기

7 현재 직설법 독해
동사 및 관사가 적용된 

현재 직설법(indicativo presente)배우기
8 숫자, 날씨, 요일 숫자, 날씨, 요일의 종류 배우고 회화 만들어보기

9 실용 회화 실용 회화 여러 가지 배워보기

10 시간 표현법 숫자를 활용하여 시간 표현법 배우기

11 현재 규칙 동사 변화
규칙 동사(are,ere,ire)의 

현재 변화법 세 가지 배우기
12 현재 동사 활용 현재 동사를 활용한 회화 및 독해해보기

13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의 기본 6가지 (fare, andare, dare, 

dire, venire, stare) 변화 및 활용법 배우기

14 조동사
조동사 3가지(volere, potere, dovere) 변화 

및 활용법 배우기
15 동사 활용 동사를 활용하여 작문 및 독해 해보기

16 소유 형용사 소유형용사의 종류 및 변화 적용하기

17 동사를 활용한 실용 회화
여러 가지 동사를 적용한 

실용 회화 배우기
18 총정리 1단계 과정 전체 돌아보며 복습하기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이탈리아어 2단계 과정>

순서 주     제 세   부   내   용

1 1단계 복습
기본 동사, 규칙 및 불규칙 동사 변화, 시간, 날짜,

요일, 계절, 숫자 등 돌아보고 관련 독해 해보기

2 근과거 공식 및 적용과 회화
근과거에 대해 배우고 

참고자료에 따른 적용법 알아보기

3 근과거 적용 및 심화학습 근과거 관련 적용 회화 및 독해 해보기

4 근과거 적용 및 심화학습 근과거 관련 연습 문제와 독해 해보기

5 과거분사의 종류 알아보기
과거분사 종류 및 적용법 알아보기

이탈리아 가곡 해석하고 배워보기

6 불규칙 동사변화 알아보기 불규칙 동사 변화 알아보고 회화 적용법 배우기

7 불규칙 동사변화 표 알파벳에 따른 불규칙 과거분사표 가지고 배워보기

8 단순 미래 동사 변화 학습 미래동사 변화를 배우고 회화 및 독해

9 단순 미래 및 선립 미래 공식 학습
단순 미래와 선립 미래의 공식을 배우고 

비교, 독해 및 회화

10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비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비교 분석 및 적용 

11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학습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의 종류 및 적용법 배워보기

12 재귀 동사에 대해 알아보기 재귀 동사의 변화 및 적용법 배우기

13 재귀 동사 심화 학습 재귀 동사의 변화 적용 회화 및 문제풀이

14 조건법의 간단 사용법 조건법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15 조건법 심화 학습 조건법 사용 용법 및 적용 회화

16 복합 인칭 대명사 학습 복합 인칭 대명사의 종류 및 적용, 회화

17 복합 인칭 대명사 심화 학습 복합 인칭 대명사 심화 및 문제 풀이

18 복합 인칭 대명사 과거시제 적용 복합 인칭 대명사와 과거시제의 합성

19 반과거 용법 알기 반과거 용법 및 적용 알아보기

20 반과거 용법 심화 학습 반과거 적용 회화 및 독해 해보기

21 총정리 1단계 및 2단계 과정 돌아보고 복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