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Day 1 어휘 의문사, 명사, 대명사

Day 2 회화표현 인사말

Day 3 대화문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Day 4 연습문제 1주차 : 어휘, 회화 표현

Day 5 문화 러시아 이름 구성

2
Кто это?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Day 1 어휘 활동체 명사, 비활동체 명사

Day 2 문법 명사의 성(단수/주격), 인칭대명사(주격)

Day 3 회화표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대학생입니다.

Day 4 대화문 2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모스크바 지하철

3
Меня зовут Иван.
내 이름은 이반입니다.

Day 1 어휘 계절명, 요일명, 월(月)명

Day 2 문법 명사의 복수(주격), 인칭대명사(대격)

Day 3 회화표현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내 이름은 이반입니다.

Day 4 대화문 3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바이칼호수

4
Я читаю книгу.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Day 1 어휘 신체부위

Day 2 문법 명사(단수/대격), 대격을 보어로 요구하는 동사

Day 3 회화표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Day 4 대화문 4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보드카 도수가 40℃인 이유

5
Где вы живёте?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Day 1 어휘 장소

Day 2 문법 전치격을 보어로 요구하는 동사(1), 명사(단수/전치격), 전치사 В/НА 

Day 3 회화표현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나는 모스크바에 삽니다. 

Day 4 대화문 5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붉은 광장은 왜 ‘붉은’ 광장일까?

6
Я хорош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나는 러시아어로 잘 말합니다.

Day 1 어휘 행위양태부사와 상태, 감정부사

Day 2 문법 부사구 : 부사구를 보어로 요구하는 동사

Day 3 회화표현 당신은 러시아어로 말합니까? 나는 러시아어로 잘 말합니다.

Day 4 대화문 6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시베리아 횡단열차

7
Какой это журнал?
이것은 어떤 잡지입니까?

Day 1 어휘 일반형용사

Day 2 문법 일반형용사(주격), 의문형용사(주격), 지시형용사(주격)

Day 3 회화표현 이것은 어떤 잡지입니까? 이것은 재미있는 잡지입니다.

Day 4 대화문 7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러시아는 마피아의 나라?

8
О чём вы рассказываете?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Day 1 어휘 나라명, 도시명, 방위표시

Day 2 문법 전치격을 보어로 요구하는 동사(2), 전치사 О/ОБ/ОБО, 인칭대명사(전치격)

Day 3 회화표현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ay 4 대화문 8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러시아인들의 소비성향

9
Чья это книга?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Day 1 어휘 수량수사

Day 2 문법 소유형용사(주격), 일반형용사(전치격/단수), 의문형용사(전치격/단수) 

Day 3 회화표현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Day 4 대화문 9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러시아에서의 도시락과 초코파이

10 Куда вы идёте?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Day 1 어휘 순서수사

Day 2 문법 운동동사 : 접두사가 없는 운동동사(정태동사)

Day 3 회화표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Day 4 대화문 10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러시아인들의 연애문화 

11
Это Иван, 
который живёт в Москве.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 사는 이반입니다.

Day 1 어휘 과목명, 색채형용사

Day 2 문법 관계대명사(주격), 소유/지시형용사(전치격/단수)

Day 3 회화표현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 사는 이반입니다. 

Day 4 대화문 11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푸틴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

12
Вчера я долго смотрел фильм.
어제 나는 오랫동안 영화를 보았습니다.

Day 1 어휘 시간부사(과거, 미래, 빈도부사, 지속부사) 

Day 2 문법 동사의 특징, 동사의 과거/미래시제

Day 3 회화표현 어제 나는 오랫동안 영화를 보았습니다. 

Day 4 대화문 12주차 : 문법, 회화 표현을 토대로 연계하여 응용 

Day 5 문화 러시아인들이 잘 웃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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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기초 (1-12주) 커리큘럼



Level 2 
기본 (1-12주) 커리큘럼

1
Что ты ешь? 

너는 무엇을 먹고 있니?

Day 1 어휘 1. 음식    2. 음료 

Day 2 회화표현
1. 먹다 / 마시다 동사 인칭변화  

2. 일반 / 의문 / 소유 / 의문소유 / 지시형용사의 단수대격

Day 3 대화문
1. 식당에서 주문할 때 쓰는 표현  

2. 식사할 때 쓰는 표현    3. 간단한 패턴표현

Day 4 연습문제
1. 나는 보르쉬 먹을래.  

2.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준비할거야?    3. 이 키 큰 사람 보여? 

Day 5 문화 러시아인의 여가생활:다차 

2
У тебя есть ручка? 

너는 펜이 있니?

Day 1 어휘 1. 문구류

Day 2 문법
1. 명사의 단수생격    2. 인칭대명사의 생격  

3. 일반 / 의문 / 소유 / 의문소유 / 지시형용사의 단수생격    4. 소유 / 부정소유구문

Day 3 회화표현
1. 소유 / 부정 소유구문을 활용한 회화표현  

2. 간단한 패턴표현 (1)   3. 간단한 패턴표현 (2)

Day 4 대화문
1. 너 한-러 사전 있어?  

2. 너는 남자형제나 여자형제가 있어?    3. 나는 예쁜 원피스가 없어.

Day 5 문화 러시아의 에티켓

3
Мне нравится платье. 
나는 원피스를 좋아해.

Day 1 어휘 1. 의복    2. 신발 

Day 2 문법
1. 명사의 단수여격    2. 인칭대명사의 여격  

3. 일반 / 의문 / 소유 / 의문소유 / 지시형용사의 단수여격    4. 동사 нравиться

Day 3 회화표현 1. 나이표현    2. 옷가게에서의 표현 

Day 4 대화문 1. 그는 몇 살이야?    2. 전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3. 무엇을 좋아하세요?

Day 5 문화 러시아의 음식문화와 식사예절 

4
Я занимаюсь спортом. 
나는 운동을 합니다.

Day 1 어휘 1. 운동 

Day 2 문법
1. 명사의 단수조격    2. 인칭대명사의 조격  

3. 일반 / 의문 / 소유 / 의문소유 / 지시형용사의 단수조격    4. 수단과 방법  

Day 3 회화표현 1. 장래희망에 대한 표현    2. 취미에 대한 표현  

Day 4 대화문 1. 빵을 썰고 있을게    2. 그는 연필로만 그렸거든    3.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Day 5 문화 러시아의 화폐 

5
Читайте текст. 
본문을 읽으세요.

Day 1 어휘 1. 직업

Day 2 문법 1. 명령문    2.청 유문

Day 3 회화표현 1. 명령문 활용 표현    2. 청유문 활용 표현

Day 4 대화문
1. 교재를 펴서 본문을 읽고 이 질문들에 대답해보렴.  

2.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먹어.    3. 지하철로 갈아타서 '서울역'까지 가세요. 

Day 5 문화 러시아의 결혼문화 

6
Я звоню друзьям.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Day 1 어휘 1. 날씨

Day 2 문법
1. 명사의 복수여격    2. 일반 / 의문 / 소유 / 지시 형용사의 복수여격 

3. 동사 готовиться

Day 3 회화표현
1. 무인칭 술어 надо (~을 해야만 한다) 를 활용한 구문  

2. 무인칭 술어 нужно (~을 할 필요가 있다) 를 활용한 구문

Day 4 대화문
1. 토요일에 따뜻할 거래    2. 나 시험준비 해야 해. 

3. 보르쉬를 준비하는 것이 어때

Day 5 문화 러시아의 공휴일 

7
Я советуюсь с 
родителями. 
나는 부모님과 상의를 합니다.

Day 1 어휘 1. 병원

Day 2 문법
1. 명사의 복수조격    2. 일반 / 의문 / 소유 / 지시 형용사의 복수조격  

3. 동사 встречаться / 동사 советоваться

Day 3 회화표현 1. 축하인사    2. 동의표현 

Day 4 대화문 1.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    2. 네 생각에 동의해.    3. 새해 축하해! 

Day 5 문화 러시아의 고등교육

8

Мои друзья живут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России. 
나의 친구들은 러시아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Day 1 어휘 1. 호텔 

Day 2 문법
1. 명사의 복수전치격    2. 일반 / 의문 / 소유 / 지시 형용사의 복수전치격  

3. 동사 участвовать

Day 3 회화표현 1. 위치표현    2. 출생표현

Day 4 대화문
1. 체크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 롯데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3. 그는 1799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어.

Day 5 문화 러시아의 대중교통수단 

9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우리의 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Day 1 어휘 1. 슈퍼마켓

Day 2 문법
1. 명사(복수생격)    2. 일반 / 의문 / 소유 / 지시형용사의 복수생격  

3.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생격결합

Day 3 회화표현 1. 단위표현    2. 수량표현

Day 4 대화문
1. 우리 도시에는 높고, 아름답고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아.  

2. 커피 5잔과 도넛 10개 주실 수 있나요?    3. 치즈버거 5개랑 코카콜라 5개요.

Day 5 문화 러시아인의 독특한 제스처 

10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хорошо. 
나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Day 1 어휘 1. 시간    2. 기간

Day 2 문법 1. 명사의 복수대격    2. 일반 / 의문 / 소유 / 지시 형용사의 복수대격 

Day 3 회화표현 1. 상태표현    2. 전치사 через    3. 전치사 назад

Day 4 대화문 1. 2주 후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    2. 30분 후.    3. 10분뒤에 만나자.

Day 5 문화 러시아인의 보편적 성향 

11
Никуда не хочу идти.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

Day 1 어휘 1. 부정부사(1)    2. 부정부사(2)    3. 의문사 

Day 2 문법 1. 관계대명사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조격, 전치격)

Day 3 회화표현 1. 부정부사    2.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 

Day 4 대화문
1. 너에게 나의 아빠가 지은 집을 보여주고 싶었어.    2.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 

3. 왜냐하면 나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시험준비 했어.

Day 5 문화 러시아의 차문화 

12
Я часто хожу на 
выставку. 
나는 전시회에 자주 다닙니다.

Day 1 어휘 1. 운동동사의 접두사

Day 2 문법 1. 운동동사: 부정태동사 

Day 3 회화표현 1. 기쁨 / 반가움을 나타내는 표현    2. 필요를 나타내는 표현

Day 4 대화문
1. 나 할머니 댁에 갔다 왔어.    2. 너희 엄마 기뻐하시겠다.  

3.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Day 5 문화 표트르 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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