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강의 계획서  

강좌명 러시아어 입문/초급 회화 1단계 

담당 강사 Капарушкина Диана Игоревна (장 디아나) 

강의 기간 2019.9/2 ~ 10/17 

강의 요일 월 . 목  강의 시간 19:00 ~ 21:10 (120분)  

학습 대상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발음, 회화 및 문법 강좌 

교재 러시아로 가는 길 - 1 (뿌쉬낀 하우스) *개강당일 강의실에서 공지 

강의 목표 

및 

내용 

초급자를 위한 러시아어 회화 1단계, 듣기, 문법 중심으로 수업 진행. 다양

한 교수법: 딱딱한 수업만 아니라 게임과 다양한 자료 이용한 즐거운 러시

아어 공부 (동영상, PPT, MP3, 교육 카드 등 사용). 강의계획서에서 정해

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 ‘서바이벌’ 러시아어 및 자기소개 중심으로 진행. 

계획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1주차  러시아 어떤 나라인가요?  인사, 수업계획소개 

2주차  1과: 러시아 알파벳: 모음과 자음  러시아 알파벳 쓰기와 특징 설명: Аа - Яя 

3주차 
 1과: 러시아어 발음 특징 (모음): 강세, 
모음 약화, 억양 종류; 명사의 성 개념 

발음: 러시아어 모음 소개 및 특징, 첫 음절
과 낱말 강세 따라 읽기;  
문법: 명사의 특징 설명: 성 
회화: Кто это? – Это мама. Что это? – Это дом. 

Это дом? – Да, это дом. 

4주차 

 1과: 러시아어 발음 특징 (자음): 무성
음화, 유성음화; 명사의 활동체/비활동
체 개념 

발음: 러시아어 자음 소개 및 유성음-무성음 
특징; 발음 연습과 낱말 읽기;  
문법: 명사 특징 설명: 활동체/비활동체 
회화: Как дела? – Спасибо, хорошо. 

5주차 
 2과: 러시아 어순, 의문문 종류, 개인
대명사+명사 사용법 

어순: 첫 문장 만들기, 의문사 있는(없는) 
의문문 만들기 및 발음하기;  
문법: 개인대명사 성 설명 
회화: Чей это дом? – Это мой дом. Это ваш 

дом? – Да, это мой дом. 

6주차  2과: 복습 및 간단한 자기소개 
 쉬운 낱말로 짧은 자기소개 말하기 
Как вас зовут? – Меня зовут Олег. 
Кто вы? – Я студент. Я кореец. 



 

 

 

 

 

 

강좌명 러시아어 초급 회화 2단계  

담당 강사 Капарушкина Диана Игоревна (장 디아나) 

강의 기간 2019.9/2 ~ 10/17 

강의 요일 화 . 금  강의 시간 19:00 ~ 21:10 (120분)  

학습 대상 러시아어를 1년 이상 배우는 분들을 위한 회화 및 문법 강좌 

교재 러시아로 가는 길 - 1 (뿌쉬낀 하우스) *개강당일 강의실에서 공지 

강의 목표 

및  

내용 

업그레이드된 자기소개 및 중급(하) 러시아어 회화와 분법,  

다양한 교수법과 재미있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수업 진행. 

 

계획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1주차  6과: 장소 전치격, 말 대상 전치격  

 문법: 명사 전치격 복습: в/на; о/об 명사 -
е 
회화: Где вы живёте? – Я живу в Сеуле. 
О чём вы думаете? – Я думаю о России. 

2주차  6과: 대명사 전치격 
 문법: 개인 대명사 전치격 연습 
 회화: О ком вы думаете? - Я часто думаю о 
вас. 

3주차  7과: 특별한 동사 인칭 변화; 운동동사1 
 문법: 1식-2식의 동사 인칭변화 
 화화: Вы говорите по-русски? – Да,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4주차  7과: 대격 개념; 복문 
 문법: 대격; 복문 연습 
화화: Вы знаете, что он любит? – Да, я знаю, 
он любит кофе. 

5주차  텍스트와 대화 읽기, 듣기 연습  청취연습 및 말하기 

6주차  6-7과 복습 및 정리  자기소개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하기 
 



 

 

 

 

 

강좌명 러시아어-3 (자격증반 토르플 1-2 단계) 

담당 강사 Капарушкина Диана Игоревна (장 디아나) 

강의 기간 2019.9/2 ~ 10/17 

강의 요일 수, 금 강의 시간 
수 18:00 ~ 21:00 

금 17:30 ~ 19:00 

학습 대상 TORFL 1-2 단계 준비하시는 분, 5년 이상 배우는 분들을 위한 강좌 

교재 *개강당일 강의실에서 공지 

강의 목표 

및  

내용 

TORFL 1-2 단계 문법 정리,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어휘 연습  

 

계획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1주차 
문법: 명사의 격  
말하기; TORFL 1-2 문제 풀기 

2주차 
문법: 동사의 상 정리 
말하기; TORFL 1-2 문제 풀기 

3주차 
문법: 형동사, 부동사 정리 
듣기; TORFL 1-2 문제 풀기 

4주차 듣기; 읽기; TORFL 1-2 문제 풀기 

5주차 듣기; 쓰기; TORFL 1-2 문제 풀기 

6주차 쓰기; 종합시험 및 러시아어 수준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