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사를�알면�이탈리아어�보인다(정오표_08-09-05_1쇄)

12p 
5. 동명사-> 제룬디오
 5.1 단순 제룬디오 
 5.2 단순 제룬디오 용법
 5.3 복합 제룬디오 용법
 
36p 
C.02 Prorio→proprio

46p 
26. spesso→삭제

52p 
19. 우리 만나자→자, 이거 봐, 그리고(삭제)

61p
밑에서 8번째 
좋은 주말 되라/되세요(삭제)

68p
표 밑에서 3번째 
집에 있고 싶니?→저녁 식사에 남는

84p
37. 2개월 전에 → 2개월

92p 
첫 번째 줄 fa′→fa

93p 
06. 나는 무섭게 한다→나를 무섭게 한다

113p
01. 아, 참!→이것과 관련해서,



115p
03. interessao→interssato

121p
08. 너 진실을 말하고 싶니?→너 진실을 알고 싶니?

124p
밑에서 6번째 
abmbini→bambini

140p 
표 현재 위에서 세번 째 현재 
accere→accende

150p
밑에서 다섯 번 째 05. 
amava→amavo

153p
밑에서 06.
quaderno→quaderno,

154p 
10. Poi apre una busta con delle foto e le guarda divertito 
    →Apre una busta con delle foto e poi le guarda divertito 

169p
02. 하루에 10,000원이면 →오늘 10,000원이면

180p 
02. Posso capirlo.→Posso capirlo. 

194p
밑에서 3번째 03.
quaderno→quaderno,



200p
02. 아침 신문을 사서→아침 신문을 사는데

218p
02. 출발까지 3분 남아서→출발까지 5분 남아서

225p
la crma 크림; 바디크림 la crema per il corpo→
la crma 크림; la crema per il corpo 바디크림

229p
12. 결국 우리는→결국 그들은

247p
08. 나는 12시간을 자는데도 늘 피곤해→ 나는 12시간을 자는데도 늘 졸린다

271p
03. 육상경기→육상

276p
07. inviare a lavore→lavorare

309p
06. mette→metto

329p
04. (긍정명령)→삭제

335p
너를~~(삭제)~~~→너를 더욱 교활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336p
첫 번째 줄 
보다 현명한→보다 교활한



341p 
밑에서 두 번째 Ha→Ho

347p
밑에서 두 번째 porti→porta?

369p 
18. che+inf→inf(삭제)

372p
03. 의사는 금요일에 (수술을) 받는다. → 의사는 금요일에 (환자들을) 받는다.

395p
06. sciarpe→scarpe

398p
16. (현재진행형←gr.5.3)→(현재진행형←gr.5.4)

399p
04. prete→prate

416p 
03. 예들아→얘들아

417p
01. spagni→spegni

464p 
[정답/해석]
01. Hanno allergaro→Hanto allergaro

467p 
[정답/해석]
04. Attenda→Attendi



547p
규칙과거분사
두번 째 –are→-ere

550p
3)원과거는 문어체→원과거는 구어체

558p 
위에 표 lui abbia raggione→lui abbia ragione  

559p 
나는 원한다 Desiderio→Desidero

564p
밑에서 8번째 acessi→acess

569p
6)(si)→(di)

583p
10)la mano(손) le mani→il braccio le btaccia

590p
(간접보어) 
Non parlo mai dei miei affari con chi non conscono→
Non parlo mai dei miei affari con chi non consco

591p 
밑에서 11번째 
scrivo questo→scrivo questa

607p
밑에서 14번째
Verro′ acho‘io→Verro′ acho′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