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강의 계획서 

강좌명 러시아어 인텐시브 회화 1단계

담당 강사 벡자노바 나지라

강의 기간 2019년 1월 2일 ∼ 2월 15일 (6주)

강의 요일 월 . 수 강의 시간 18:30 ~ 20:40(120분) 

학습 대상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기초 회화 및 문법 강좌

교재
Учебник и рабочая тетрадь 

"Tochka.ru" 

강의 목표

- 실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생활 회화 연습을 한다.

- 전체적인 문법의 이해와 단어의 숙지를 하여 중급 러시아어 

  입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러시아어를 잘 이해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

강의 내용

- 러시아어 알파벳의 모양과 순서, 자음과 모음의 발음, 숫자

- 인사법, 자기소개(이름, 사는 곳, 직업 등)

- 단어의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알기, 장소, 방향 묻고 답하기

- 진도에 맞춘 문법과 단어의 정리, 듣기, 읽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의 복습 훈련

- 단어테스트를 실시하여 배운 내용을 더욱 이해시킨다.

- 각 과마다의 회화연습을 위해 PPT, 표현 카드를, 게임 자료를

   이용한 상환 재현 연습



교육내용

1주차

 

(월) Знакомство (Россия-культура, учебник, алфавит) PPT 

(수)  Алфавит, произношение,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прописными букквами. 
Приветствие. Как тебя зовут? Правила чтения. Диалоги. Приветст
вие, прощание. Кто это? Что это? Да, нет, не, или 

2주차

 

(월) Приветствие, прощание, знакомство. Закрепление 
чтения, произношения. Учимся писать. 
Алфавит, диалоги. 

(수) Страны,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языки. Тренируем чтение, произношение. 
Повторяем  слова, диалоги.  adverbs хорошо, чуть-чуть, немного

3주차

 

 (월)
Город,ориентация (где? справа, слева, в центре, здесь, там)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цифры 1-20

(수) Профессии. Обмен визитками, официальное знакомство, рассказ о 
себе. verbs работать и говорить

4주차

 

(월) Повторение пройд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закрепление доп заданиями и 
упражнениями

(수) Семья. Чей. Конструкция "у меня есть, нет"

5주차

 

(월) Хобби1 глаголы делать, смотреть, читать, слушать,, любить, 
ненавидеть

(수) Закрепление темы, доп упражнения. Хобби 2

6주차

 

(금) Дом, комнаты, мебель. Любимая (-ая,-ое)

(월) Повторение всего материала, тест.



강좌명 러시아어 인텐시브 회화 2단계

담당 강사 벡자노바 나지라

강의 기간 2019년 01월 02일 ∼ 02월 15일 (6주)

강의 요일 화.금 강의 시간 9:40 ~ 11:50(120분) 

학습 대상
러시아어 1단계를 수강한 분들을 위한 기초 회화 및 문법 활용 강좌

러시아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거나 기초를 알고 있는 분

교재
Учебник и рабочая тетрадь 

"Tochka.ru" 

강의 목표

- 실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법과 

  단어를 숙지하여 고급 러시아어 입문에 할 수 있도록 한다.

- 꾸준한 듣기, 읽기 훈련을 통해 고급 러시아어로 실력 향상

강의 내용

- 동사의 활용, 여러 가지 묻고 답하기, 시간, 요일, 날씨 알기

- 인칭대명사, 미래와 과거의 표현 등

- 기초 문법을 바탕으로 문장 만드는 방법

- 진도에 맞춘 문법과 단어의 정리, 듣기, 읽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의 복습 훈련

- 단원의 주제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 글쓰기

- 각 과마다의 회화연습을 위해 PPT, 표현 카드를 (게임, 노래)

  자료를 이용한 상황재현 연습



교육내용

1주차

 

(화) Приветствие. Повторение, глаголы сидеть, лежать, стоять, висеть, ж
ить. Где находится..? Demonstrative pronouns Этот, эта, это, эти...

(금)
Офис, Типичный день в офисе, adverbs

2주차

 

(화)
Повторение, закрепление. Цвета, глагол нравиться. Наверху, внизу. 
Adjectives opposites. Идиомы

(금)
Еда и напитки. Национальные завтраки. Никогда, редко, иногда, об
ычно, часто, всегда.

3주차

 

(화)
Продолж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завтраки. Заказ в ресторане, Рецепты. 
Русская кухня

(금)
Одежда, обувь, аксессуары. Времена года

4주차

 

(화)
Покупки. Должен, мочь. Работать, быть, стать 

(금)
Распорядок дня. Сколько? Во сколько? Будущее время

5주차

 

(화)
Наречия никогда, редко, иногда, часто, всегда. Дни недели

(금) Транспорт. На чем ты ездишь на работу?

6주차

 

(화)
Погода. Месяцы, любимое время года. Отпуск, командировка. Расск
аз о планах на год.

(금) Эмоции, настроение, даты, праздники. Какое сегодня число? Повтор
ение. Тес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