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러시아어



우리 교재는 다문화가정 자녀, 바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용 교재로 개발됐어요. 엄마(아빠)나라 언어 

기초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언

어적 지식 외에도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등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책 본문에 넣었

어요. 또한, 여러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그림을 넣어 엄마(아빠)나라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

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법(문형)과 활용, 각 나라별 문화 코너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 및 생활 풍습 등을 소개함으

로써 엄마(아빠)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교재는 초급단계인 1단계부터 고급단계인 10단계까지, 각 단계별 8과로 구성돼 있어요. 각 과의 구성은 ‘함께 이

야기해요l, ll, 신나는 단어 놀이, 정확하게 배워요, 재미있게 해봐요, 신기한 문화 탐험’ 으로 되어 있어요. 각 항목의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함께 이야기해요l, ll에서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 신나는 단어 놀이에서는 해당 과에 필요한 단어를 그림과 함께 배울 수 있어요.

■ 정확하게 배워요에서는 해당 과에 필요한 중요한 문형(문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 재미있게 해봐요에서는 해당 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신기한 문화 탐험에서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집필진 선생님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여러분이 우리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여 엄마(아빠)나라의 말과 문화를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발전이 있기를 응원할게요!

집필의도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가 어느덧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학생들은 멘토 선생님들, 전국의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이중언어 구사 잠재력은 국내 청소년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장점입니다. LG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장점이 학습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 교재 발간도 꾸준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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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과 ㅣ

Как тебя́ зову́т?

학습목표

1. 만날 때와 헤어질 때의 인사 예절을 익힌다.

2. 친구에게 이름을 묻고,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 



ребёнок - де́ти 
уро́к - учи́ель - учени́к

Учитель: Здра́вствуйте, де́ти! 
                  Меня́ зову́т Мари́я Ива́новна! Я учи́тель.
Анто́н: Здра́вствуйте, Мари́я Ива́новна!
Учитель: Как тебя́ зову́т?
Антон: Меня́ зову́т Анто́н.
Учитель: О́чень прия́тно!
Антон: О́чень прия́тно!

단어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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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Анто́н: Приве́т! Как тебя́ зову́т?
О́ля: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О́ля. А тебя́?
Анто́н: Меня́ зову́т Анто́н. О́чень прия́тно! 
О́ля: О́чень прия́тно!
Анто́н: А кто э́то? 
О́ля: Э́то мои́ друзья́. Э́то мой друг Ва́ня. Э́то моя́ подру́га  Ма́ша. 
          А э́то А́ня. Она́ тоже моя́ подру́га. 

단어

    함께 이야기해요Ⅰ

друг – друзья́ 
подру́га - подру́г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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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단어 놀이

Приве́т!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 

До свида́ния! Пока́!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ве́чер! Споко́йной но́ч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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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인칭대명사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я мы
ты вы

он, она́, оно́ они́

он + он = они́
она́ + она́ = они́
она́ + он = они́

я + ты = мы
я + он = мы
я + она́ = мы
я + вы = мы
я + они́ = мы

Он Они Она Они

стол столы́ маши́на маши́ны

учени́к ученики́ подру́га подру́ги 

уро́к уро́ки ко́шка ко́шки

слова́рь словари́ тетра́дь тетра́ди

НО! 
друг друзья́

учи́тель учителя́

Оно Они

я́блоко я́блоки

окно́ о́кна

я                        ты он                 она́

 
Вы я 

в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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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그림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제시된 표현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До́брое             ! До́брый             !

До́брый            ! Споко́йной            !

‘Приве́т!’,  ‘Здра́вствуйте!’ 또는 ‘Здра́вствуй!’를 빈칸에 써 보세요.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Ма́ша. А тебя́?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ка́!]
- Приве́т! Как тебя́ зову́т? 
-                       !                                                 
                        .                          ?
- Меня́ зовут Ва́ня. О́чень прия́тно!
-                                                 !
- Пока́!
-                        . 



  재미있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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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러시아에서 이름 짓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부모님들도 아이 이름을 짓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합니다. 이름이 
사람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애니메이션 「브루겔 선장의 모
험」(1981)에 작명과 관련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요트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요트가 
어떻게 달릴지 결정됩니다. ‘포베다(승리, Побе́да)’라고 이름을 지으면 챔피언이 될 것이고, ‘베다
(불행, Беда́)’라고 이름을 지으면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
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남자아이 이름으로 Алекса́ндр, Макси́м, Артём, Ива́н, 
Дми́трий, Михаи́л, Ники́та, Дании́л, Его́р, Кири́лл 등이 있고, 가장 인기있는 여자 아이 이름으로 
Мари́я, Анастаси́я, Да́рья, А́нна, Елизаве́та, Поли́на, Екатери́на, Викто́рия, Со́фья(Софи́я) 등
이 있습니다. Алекса́ндр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Макси́м은 ‘가장 위대한, 가장 큰’이라는 뜻을 갖
습니다. 또 Дми́трий에는 ‘농부’, Викто́рия에는 ‘승리’, Со́фья에는 ‘지혜’, Екатери́на에는 ‘순결’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등학교 한 반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꼭 몇 명씩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 아이들을 동명이인이란 뜻의 ‘тёзки’라고 부릅니다. 남녀의 
이름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Алекса́ндр와 Алекса́ндра, Евге́ний와 Евге́ния, Валенти́н와  
Валенти́на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 이름의 지소형은 각각 Са́ша, Же́ня, Ва́ля로 남성형 지소형과 여
성형 지소형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소형 이름만 들어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
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소형 이름을 성과 같이 부름으로써 남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Са́ша 
Петро́в나 Са́ша Кузнецо́ва와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만 이는 이름에 비하면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러시아 성으로 Ивано́в, 
Смирно́в, Кузнецо́в, Попо́в, Васи́льев 등이 있습니다. 성이 같은 사람들을 동성이인이란 뜻의 
‘однофами́льцы’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션 「브루겔 선장의 모험」(1981)





ㅣ 2과 ㅣ

Кто твой па́па?

학습목표

1. 친구에게 나의 가족을 소개한다.

2. 친구와 다양한 직업에 관해 이야기한다. 



Как его́ зову́т? Как её зову́т?
Как дела́? Хорошо́! А у тебя́?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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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ля: Приве́т, Анто́н! Как дела́?
Анто́н: Хорошо́! А у тебя́?
Оля: То́же хорошо́. Что э́то?
Анто́н: Э́то фо́то.
О́ля: Анто́н, кто это? 
Анто́н: Э́то моя́ ма́ма. Её зову́т О́ля. А э́то мой па́па. 
Оля: Как его́ зову́т?
Антон: Его́ зову́т Са́ша.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О́ля: Посмотри́! А э́то моя́ семья́. Э́то моя́ ма́ма. Она́ учи́тельница.
          Э́то мой па́па. Он бизнесме́н. 
          А э́то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Он учитель.
Анто́н: Интере́сно! Э́то брат? Как его́ зову́т?
О́ля: Его́ зову́т Макси́м. А кто твой па́па?
Анто́н: Мой папа инжене́р.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Кто твой па́па по профе́ссии?
ста́рший брат – мла́дший брат
ста́ршая сестра́ – мла́дшая сес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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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2과 ㅣ

шко́льник / 
шко́льница

студе́нт / 
студе́нтка

учи́тель / 
учи́тельница

бизнесме́н домохоз́яйка инжене́р

врач пенсионе́р / 
пенсионе́рка роди́те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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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2과 ㅣ

소유형용사 мой, моя, моё, мои́ 

меня́, тебя́

Э́то мой па́па. Его́ зову́т Са́ша.
Э́то моя́ ма́ма. Её зову́т Оля́.
Э́то мой брат. Его́ зову́т Анто́н.
Э́то моя сестра́. Её зову́т Ка́тя. 
Это мой кот. Его́ зову́т Ба́рсик. 

* врач, инжене́р는 
   문법적으로 남성명사이지만, 
   경우에 따라 여성에게도 쓰인다.

   또한 бизнесме́н의 여성형은
   бизнесву́мен, домохозя́йка의 
   남성형은 домохозя́ин이다. 

성에 따른 직업

Мой Моя́ Моё Мои́

па́па (он) ма́ма я́блоко
подру́ги
роди́тели

друзья́

Я Меня́ зову́т … Как меня́ зо́вут?

Ты Тебя́ зову́т Как тебя́ зову́т?

Он, оно́ Его́ зову́т … Как его зову́т?

Она́ Её зову́т … Как её зову́т?

Мы Нас зову́т Как нас зову́т?

Вы Вас зову́т … Как вас зову́т?

Они́ Их зову́т … Как их зову́т?

Он Она

шко́льник шко́льница

учи́тель учи́тельница

врач врач

инжене́р инжене́р

бизнесме́н бизнесву́мен

домохозя́йка домохозя́ин



단어의 성에 따라 구분해 보세요.

소유형용사 뒤에 들어갈 단어를 성에 따라 구분해 보세요.

연결되는 문장끼리 잇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Мой Моя́ Моё Мои́

Э́то я. Её зову́т …

Э́то моя́ ма́ма. Тебя́ зову́т …

Э́то мой па́па. Их зову́т … и …

Э́то ты. Меня́ зову́т …

Э́то мой де́душка и моя́ ба́бушка. Его́ зову́т …

Э́то Вы. Вас зову́т …

Он Она́ Они́

шко́льник, шко́льница, врач, студе́нт, учи́тель, студе́нтка, бизнесме́н, 
инжене́р, пенсионе́р, роди́тели, пенсионе́рка

па́па, де́душка, брат, ма́ма, ба́бушка, сестра́, роди́тели, друг, подру́га, 
сестра́, я́блоко, окно́, молоко́, фо́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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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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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26%

의사, 수의사 12%

예술/창작가(감독, 배우, 가수, 화가, 디자이너 등) 9%

선생님 7%

법률가, 프로그래머 각각 4%

군인, 운동선수 각각 3%

사업가 2.5%

요리사, 제빵사 2.3%

기타 답변: 구조대원, 미용사, 건축가, 기자, 학자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러시아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장래 희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아이들

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의사(врач)와 수의사(ветерина́р)였습니다. 감독(режиссёр), 배
우(актёр), 가수(певе́ц), 화가(худо́жник), 디자이너(диза́йне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선생님(учи́тель)이, 공동 4위 직업으로는 법률가(юри́ст)와 프로그래머(про-
грамми́ст)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했군요!

  재미있게 해봐요





ㅣ 3과 ㅣ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학습목표

1. 나이 표현법을 익힌다.

2. 20까지의 기수를 익힌다.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 Мне … лет.
Ско́лько?

새로운 표현과 숫자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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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ль - 0
оди́н [ади́н] - 1 шесть - 6

два -2 семь - 7
три - 3 во́семь [во́сим’] - 8

четы́ре [читы́ри] - 4 де́вять [де́вит’] – 9 
пять - 5 де́сять [де́сит’] – 10

О́ля: Анто́н,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Анто́н: Мне 9 лет. А тебе́? 
О́ля: Мне то́же 9 лет.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Анто́н: Ва́ня, тебе́ то́же 9 лет?
Ваня: Нет, мне не 9 лет. Мне 10 лет. Сего́дня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새로운 표현과 숫자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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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го́дня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ко́лько?

оди́ннадцать [ади́нацыт’] - 11 шестна́дцать [шысна́цыть] - 16
двена́дцать [двина́цыт’] - 12 семна́дцать [симна́цыт’] – 17 
трина́дцать [трина́цыт’] - 13 восемна́дцать [васимна́цыт’] - 18

четы́рнадцать [читы́рнацыт’] - 14 девятна́дцать [дивитна́цыт’] – 19
пятна́дцать [питна́цыт’]  – 15  два́дцать [два́цыт’] – 20



024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3과 ㅣ

торт свеча́ пода́рок

пра́здник игру́шка ша́рик

гость откры́тка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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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3과 ㅣ

너는 몇 살이니?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Э́то я. Ско́лько мне лет? Мне 10 лет.
Э́то он.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Ему́ 4 года. 
Э́то она́. Ско́лько ей лет? Ей 1 год.

- его́ [иво́], сего́дня [сиво́дня]
- пра́здник [пра́з’ник],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ствуйте]
- девять [де́вит’], де́сять [де́сит’]
- оди́ннадцать [ади́нацыт’], двена́дцать [двина́цыт’], 
   трина́дцать [трина́цыт’], четы́рнадцать [читы́рнацыт’], 
   два́дцать [два́цыт’]

발음에 주의하세요.

оди́н два, три,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де́сять, оди́ннадцать, …, два́дцать

год го́да лет

Мне 1 год. Мне четы́ре го́да. Мне 8 лет.

я - мне ты - тебе́

ты - тебе́ мы - нам

он, оно́ - ему вы - вам

она́ - ей они́ - им



Ско́лько?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Мне … го́да.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Мне … лет.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Мне …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Мне …

Кто это(♥)? Что это (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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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를 구분해 보세요.

друг, подру́га, друзья́, торт, пода́рок, свеча́, игру́шка, пра́здник, 
ша́рик, гость, откры́т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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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생일 축하해!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여느 나라와 같이 러시아에서도 생일은 중요한 기념일이죠. 특히 아이들은 생일을 손꼽아 기

다립니다. 러시아에서 생일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집이나 식당

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부모님과 친구들은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장난감, 카드, 초콜릿, 용돈 등

을 선물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주인공의 귀를 잡아당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몇 번을 잡

아당길까요? Сколько раз? 그의 올해 나이만큼 잡아당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의식이 생

일 맞은 이를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며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생일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놀이이기도 하죠! 생일 식탁에는 언제나 초가 꽂힌 케이크가 있는데, 

가장 바라는 소망을 빌며 초를 입으로 붑니다. 우리 나라와 같죠. 만약 한 번에 모든 촛불을 끄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에서도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아

래와 같이 말이죠.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те́бя!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те́бя!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те́бя, дорога́я А́ня!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те́бя!





ㅣ 4과 ㅣ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학습목표

1. 다른 사람의 나이에 관해 이야기한다.

2. 100까지의 기수를 익힌다.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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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ль - 0

Хо́лодно Тепло́ Жа́рко

Сего́дня

-10 +11 +25

-17 +15 +27

-13 +12 +29

Анто́н: Приве́т! Как дела́?
Ва́ня: Хорошо́! А у тебя́?
Анто́н: То́же хорошо́.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Ваня: Сегодня тепло. +15.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Хо́лодно.  Тепло́.  Жа́рко.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새로운 표현과 숫자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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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ва́дцать [два́цыт’] - 20 се́мьдесят [се́мдсят] - 70

три́дцать [три́цыт’] - 30 во́семьдесят [во́симдисят] - 80

со́рок [со́рак] - 40 девяно́сто [дивино́ста] - 90

пятьдеся́т [пидися́т] - 50 сто [сто] - 100

шестьдеся́т [шыздися́т] - 60

Ско́лько?

Ва́ня: Анто́н, кто э́то?
Анто́н: Это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Ваня: Кто он?
Антон: Он студе́нт. 
Ваня: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Антон: Ему́ 18 лет. А это твоя́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Ваня: Да, ей 15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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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4과 ㅣ

со́лнце ту́ча до́ждь

снег гроза́ ве́тер

мо́лния ра́дуга температу́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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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4과 ㅣ

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나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칭대명사의 격이 아래와 같이 변합니다. 

Чей это па́па? – Это мой па́па. 
Чья это ма́ма? – Это его́ ма́ма. 

소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Чей? Чья? Чьё? Чьи?

оди́н
21, 31, 41, 51, 
61, 71, 81, 91, 

101

два, три, четы́ре
22, 23, 24
32, 33, 34,
42, 43, 44

…

пять, шес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де́сять, …, два́дцать, сорок пять …

20, 25, 29
55, 58, 60

…

год го́да лет

Ему́ 31 год. Ему́ 44 го́да. Ему́ 58 лет.

Я Мне 8 лет. Ско́лько мне лет?

Ты Тебе́ 11 лет.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Он, оно Ему́ 30 лет.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Она Ей 31 год. Ско́лько ей лет?

Мы Нам 22 го́да. Ско́лько нам лет?

Вы Вам 34 го́да. Ско́лько вам / Вам лет?

Они Им 50 лет. Ско́лько им лет?

Я Ты Мы Вы Он, оно Она Они

Чей дом? мой твой наш ваш

его́ её их
Чья ма́ма? моя́ твоя́ на́ша ва́ша

Чьё   молоко́? моё твоё на́ше ва́ше

Чьи роди́тели? мои́ твои́ на́ши ва́ши



Ско́лько лет?

Ско́лько мне / тебе́ / ему́ / ей / нам / вам / им лет?

год  го́да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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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1, 4, 10, 11, 12, 14, 20, 25, 38, 49, 51, 62, 73, 84, 95, 100

Э́то моя мама? Ско́лько ей лет? – 

Э́то мой папа?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

Э́то твой кот? Ско́лько ему́ лет? –  

Э́то твои́ друзья́. Ско́лько им лет? – 

Э́то ты?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 

Э́то вы?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

Чей? Чья? Чьё? Чьи?

Чей э́то                     ? (я, мы, он) Это мой дом.
Это … дом.

Чья э́то                     ? (ты, вы, он)

Чьё э́то                     ? (мы, она, они)

Чьи э́то                                  ? (я, вы, 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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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눈을 사랑하는 나라 러시아

  러시아 영토는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기후가 다양합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더운 

달은 6월인데요,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추운 달은 1월과 2월이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반면 남쪽 지역, 예를 들면 도시 소치에서 추운 날은 많지 않습니다. 가

장 추운 날이 영하 13도 정도인데 이도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치의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8월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은 정말 유명하죠. 겨울 영하 30

도는 기본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

른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 ‘설날’ 
(Новый год)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겨울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로 ‘많은 눈’을 꼽

을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죠.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썰매와 스키를 탑니다. 정말 멋지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어떤 놀이를 즐기나

요?





ㅣ 5과 ㅣ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학습목표

1. 러시아어로 시간을 물어보고 답한다.

2. 의문사 ‘когда’를 이용해 대화한다.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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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час 2 часа́ 3 часа́ 4 часа́

 

5 часо́в  6 часо́в 7 часо́в 8 часо́в

9 часо́в  10 часо́в 11 часо́в 12 часо́в

Анто́н: До́брое у́тро! 
Учи́тель: До́брое у́тро? Сейча́с уже́ день!
Анто́н: Да? А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Учитель: Сейча́с 12 часов!
Антон: Хорошо́! До́брый день!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Сейча́с 12 часо́в.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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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мину́та 2 мину́ты 3 мину́ты 4 мину́ты

5 мину́т 10 мину́т 20 мину́т 30 мину́т

Когда́ уро́к?
Уро́к в 12:10.

Анто́н: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огда́ уро́к?
Учи́тель: Уро́к в 12:10. 
Анто́н: Спаси́бо!
Учи́тель: Пожа́луйста!

새로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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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5과 ㅣ

ру́сский язы́к чте́ние матема́тика

рисова́ние му́зыка физкульту́ра

шко́ла уро́к расписа́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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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5과 ㅣ

- Когда урок?
- Урок в 8:30. / Урок в 8 часов 30 минут.

«мину́т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문대명사 «Когд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оди́н

2, 3, 4
два

5, 6, 7, 8, 9, 10, 11, 12
…

год го́да лет

час часа́ часо́в

1
одна́

2, 3, 4
две

5, 8, 9, 10, 12, 20, 40
…

мину́та мину́ты мину́т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Сейча́с 12». 
«Сейча́с 2:15». 하지만 대답에 ‘시간(час)’과 ‘분(минута)’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Сейча́с 12 часо́в». «Сейча́с 2 часа́ 15 
мину́т». 이때 우리는 숫자 뒤에 오는 명사의 수와 격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배운 «год»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시간표를 보고 어떤 수업이 몇 시에 있는지 말해 보세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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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나의 시간표를 작성해 보세요.

Когда́ уро́к?

Расписа́ние

8:30 Ру́сский язык

9:25 Чте́ние

10:20 Физкульту́ра

11:35 Математи́ка

12:30 Рисова́ние

13:25 Му́зыка

8:30

9:25

10:20

11:35

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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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러시아의 학교 Ру́сская шко́ла

  러시아 아이들은 만 7세에 학교 시콜라(шко́ла)에 입학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

하는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이고, 중학교는 5학년에서 9학년, 고등학교는 10, 11학년입

니다. 보통 11년을 같은 건물, 같은 반에서 공부합니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9월 1일은 러시아 ‘지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시콜라의 

모든 학생은 한 자리에 모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후 각자의 반으로 흩어져 학기를 시작합니

다. 한 학년은 4개 분기로 구분되고, 각 분기 마다 1주에서 2주 가량의 길지 않은 방학이 있습

니다.

  시콜라 수업의 1교시는 45분입니다. 교시마다 10분씩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점심시간은 

20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두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ㅣ 6과 ㅣ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학습목표

1. 러시아어로 요일을 말할 수 있다.

2.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러시아어로 이야기한다.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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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то́н: Приве́т, О́ля!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О́ля: Сего́дня среда́. Сего́дня математи́ка и му́зыка!
Анто́н: Хорошо́! Когда́ матема́тика?
Оля: В 11:35.
Антон: А му́зыка?
Оля: В 13:25.
Антон: Спаси́бо!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Среда́ Пя́тницаЧетве́рг Суббо́та Воскресе́нье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새로운 단어와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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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лло́!
выходно́й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в выходно́й?
Я люблю́ отдыха́ть, гуля́ть, игра́ть!

Дава́й игра́ть вме́сте!

Оля: Алло́! Анто́н, сего́дня выходно́й! 
Антон: Да, э́то хорошо́!
Оля: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в выходно́й?
Антон: Я люблю́ отдыха́ть, гуля́ть, игра́ть.
Оля: Я то́же люблю́ играть! 
Антон: Дава́й игра́ть вме́сте!



048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6과 ㅣ

люби́ть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
да́ние игра́ть

отдыха́ть гуля́ть рисова́ть

пла́вать чита́ть спать



049LG다문화학교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6과 ㅣ

люби́ть 동사의 인칭과 수에 따른 변화

요일

Я любл-ю́ Мы лю́б-им

Ты лю́б-ишь Вы лю́б-ите

Он / она́ / оно́ лю́б-ит Они́ лю́б-ят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Когда́?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четве́рг 

воскресе́нье

в понеде́льник
во вто́рник
в четве́рг

в воскресе́нье

среда́
пя́тница
суббо́та

в сре́ду
в пя́тницу
в суббо́ту

выходно́й 
выходны́е

в выходно́й 
в выходны́е

우리가 러시아어 동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 나오는 사전 표제어는 동사
의 원형입니다. 이때 동사 원형의 어미는  ‘-ть’ 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люби́ть, де́лать 등이 있습니다. 가끔 ‘-ти’ 또는 ‘-чь’ 로 끝
나는 어미를 가진 동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идти́, мочь 등이 있
습니다.



게임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한 학생이 요일을 선택한 후, 해당 요일의 수업 과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을 선택하고 «Сего́дня матема́тик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рисова́ние.»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후 다른 학생에게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다

른 학생이 «Сего́дня понеде́льник!» 이렇게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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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Понеде́льник Матема́тика Ру́сский язы́к Рисование

Вто́рник Чте́ние Матема́тика Му́зыка

Сред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Физкульту́ра Ру́сский язы́к

Четве́рг Чте́ние Ру́сский язы́к Физкульту́ра

Пя́тниц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у́зыка

Суббо́та Рисова́ние Му́зыка

Воскресе́нье

Моё расписание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Что ты не лю́бишь де́лать? 

Я люблю́ … Он лю́бит … Ты лю́бишь … Они́ лю́бят …

Я не люблю́ … Мы не лю́бим … Он не лю́бит … Вы не лю́бит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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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만세! 방학이다! Ура! Кани́кулы!

  러시아에서 학년은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후 첫 방학이 가을방학이죠. 가을방학은 10월말

에 시작해서 1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가을방학 중에는 국가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11월 4일 

민족화합의 날(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입니다. 겨울방학은 약 2주간입니다. 겨울방학때는 

나라 전체가 설(Но́вый гоод)을 쇱니다. 새해 연휴는 행복한 마법의 시간이죠. 모두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고, 놀고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봄방학은 3월말에 시

작합니다. 봄방학이 끝날 무렵인 4월 1일은 만우절(День сме́ха)입니다. 모두가 농담을 즐기는 

날이죠.

  5월에 학기가 끝나면 방학 중 가장 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3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여름방

학의 시작인 6월 1일은 세계적인 기념일인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의 날(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입니다. 이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놀이동산에 데려가고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을 선물합니

다.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는데, 많은 러시아 아이들은 여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수영도 하고 

모래사장에 누워 선탠도 하죠. 그 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여름을 도시 근교에서 보냅니다. 여

름별장인 다차(да́ча)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르며 휴식을 취합니다.





ㅣ 7과 ㅣ

Како́й э́то цвет?

학습목표

1. 러시아어로 색 명칭을 익힌다.

2. 동사 ‘люби́ть’를 이용하여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한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Ⅰ

LG다문화학교 러시아어 2단계 7과 ㅣ 054

Анто́н: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ве́чером?
О́ля: Ве́чером я люблю́ рисова́ть!
Анто́н: Э́то твои́ карандаши́?
О́ля: Да, мои́.
Антон: Како́й это цвет?
Оля: Э́то кра́сный!

Како́й э́то цвет?

кра́сный си́ний зелёный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새로운 단어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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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то́н: О́ля, а что ты лю́бишь де́лать ве́чером?
О́ля: Ве́чером я люблю́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Анто́н: А отдыха́ть? 
О́ля: В выходны́е. Я люблю́ отдыха́ть в суббо́ту и в воскресе́нье. 
          У́тром я люблю́ спать, днём я люблю́ гулять, а ве́чером я люблю́ 
          игра́ть в телефо́н.
Анто́н: Хорошо́! Интере́сно!

у́тро – у́тром ве́чер – ве́черомдень – днём ночь – но́чью



056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7과 ㅣ

чёрный бе́лый се́рый

жёлтый голубо́й ора́нжевый

кори́чневый фиоле́товый ро́зовый



057LG다문화학교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7과 ㅣ

Како́й? Кака́я? Како́е? Каки́е?

하루의 시간 (Что? Когда́?)

Како́й
каранда́ш?

он

Кака́я ру́чка?

она́

Какое окно?

оно́

Каки́е
карандаши́?

ру́чки?
о́кна?
они́

кра́сный кра́сная кра́сное кра́сные

голубо́й голуба́я голубо́е голубы́е

си́ний си́няя си́нее си́ние

Что? Когда́?

вре́мя су́ток
(су́тки = 24 часа́)

у́тро
день
ве́чер
ночь 

у́тром 
днём

ве́чером
но́чью



어떤 일을 좋아하나요? 문장과 그림을 선으로 연결하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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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해봐요

색연필로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말해 보세요.

У́тром я люблю́ …

Днём я люблю́…

Ве́чером я люблю́ …

Но́чью я люблю́ …

. .

. .

. .

. .

кра́сный 

ро́зовый 

зелёный 

голубо́й

жёлтый 

чёрный

си́ний

бе́лый

ора́нжевый

фиоле́товы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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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무지개의 7가지 색

  위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러시아어로 무지개의 일곱 색상을 배워보

도록 해요. 색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장이 필요한데요, 자, 다같이 아래 문장을 읽

어봅시다. 

Ка́ждый охо́тник жела́ет знать, где сиди́т фаза́н.

Ка́ждый (모든) – это кра́сный, 
Охо́тник (사냥꾼) – это ора́нжевый, 

Жела́ет (원하다) – это жёлтый, 
знать (알다) – это зелёный, 
где (어디에) – это голубо́й, 

сиди́т (앉아 있다) – это си́ний, 
фаза́н (꿩) – это фиоле́товый.

이 일곱가지 색이 함께 있으면 무지개 (ра́дуга)가 됩니다.





ㅣ 8과 ㅣ

Вку́сно!

학습목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러시아어로 표현한다.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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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а́ня: Что э́то?
Анто́н: Это суп и сала́т. 
Ва́ня: А э́то?
Анто́н: А э́то чай. Смотри́, суп – кра́сный, сала́т - зелёный, а чай – чёрный.
Ва́ня: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Анто́н: Спаси́бо! Это вку́сно!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Вку́сно!

새로운 표현



    함께 이야기해요Ⅱ

LG다문화학교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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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ля: Что ты лю́бишь есть у́тром?
Антон: У́тром я люблю́ пить чай и есть бутербро́д.
Оля: А днём?
Антон: Днём я люблю́ есть сала́т и суп. 
Оля: А ве́чером?
Антон: А ве́чером я люблю́ пить молоко́ и есть пече́нье. 

Что ты лю́бишь есть?
Что ты лю́бишь пить?

새로운 표현



064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8과 ㅣ

мя́со ка́ша борщ

сала́т бутербро́д пельме́ни 

блины́ пече́нье чай



065LG다문화학교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러시아어 2단계 8과 ㅣ

하루의 시간 (종합)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Что ты лю́бишь есть?
어떤 음료를 좋아하나요? Что ты лю́бишь пить?

아래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Что? Когда́?

Вре́мя час в час

День неде́ли
вто́рник

воскресе́нье
пя́тница

во вто́рник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пя́тницу

Вре́мя су́ток
(су́тки = 24 часа́)

у́тро
день
ве́чер
ночь 

у́тром 
днём

ве́чером
но́чью

Э́то суп.
Э́то сок.

Я люблю́ есть суп.
Я люблю́ пить сок.

Э́то пече́нье.
Э́то молоко́. 

Я люблю́ есть пече́нье.
Я люблю́ пить молоко́.

Э́то ка́ша.
Э́то вода́.

Я люблю́ есть ка́шу.
Я люблю́ пить во́ду. 

Я люблю́ суп. Я люблю́ сок.
Я люблю́ пече́нье. Я люблю́ молоко́.
Я люблю́ ка́шу. Я люблю́ во́ду.



여러분이 언제 하기를 좋아하는 일인지 빈칸에 적어 보세요.
 (*у́тром, днём, ве́чером)

066LG다문화학교 러시아어 2단계 8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люблю́, лю́бишь, лю́бит, лю́бим, лю́бите, лю́бят

1. Я____________есть ка́шу у́тром. 

2. Ты____________пить молоко́ ве́чером? 

3. Он не____________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4. Мы____________гуля́ть днём. 

5. Вы____________есть борщ и пельме́ни? 

6. Они́ не____________чита́ть.

Он лю́бит есть 
бутербро́д.

Он любит есть
салат.

Он лю́бит блины́. Они́ лю́бят есть 
пельме́ни.

________ я люблю́ 
есть ка́шу. 

_______ я люблю́ 
отдыха́ть. 

______ я люблю́
есть суп. 

______ я люблю́
есть пельме́ни.

글과 관련 있는 그림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9:00 14:00 16: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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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Щи да ка́ша – пи́ща на́ша
  러시아 음식은 한국 음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음식의 조리가 보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Щи да ка́ша – пи́ща на́ша». 직
역하면 “(러시아식 수프인) 시와 (러시아식 죽인) 카샤는 우리 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

리는 단순한 음식을 좋아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통 죽 카샤는 삶은 곡물에 우

유와 버터를 넣어 만드는 단순한 음식이고, 러시아식 수프 시 역시 고기 육수에 여러 야채를 넣어 

만드는 단순한 음식인 것이죠. 러시아 음식은 맵지 않습니다. 음식에 후추를 넣는 경우는 가끔 있지

만 고춧가루는 잘 넣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쌀 대신 빵(хлеб)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Хлеб всему́ голова́(빵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유명한 러시아 음식으로 보르

시(борщ), 블리니(блины́), 펠메니(пельме́ни)를 꼽을 수 있어요. 보르시는 고기와 비트가 주 재

료인 수프입니다. 펠메니는 고기를 넣은 러시아식 만두에요. 러시아식 펜케이크 블리니(단어의 단

수형 ‘블린’으로도 쓰입니다.)는 그 안에 고기 또는 버섯을 넣어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 위에 꿀

이나 잼을 발라 디저트로 먹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인들은 이 세 가지 음식 모두를 우유

로 만든 소스 스메타나(смета́на, 러시아식 사워크림)와 함께 즐긴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