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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i 수능 모의고사 (제2외국어 : 러시아어)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1점]

< 기>
Привет! [jé] 안녕! 

[출제의도] 발음규칙: 모음 е의 발음규칙을 묻는 문제

[해설] 모음 ‘е’의 발음규칙
* 강세가 있을 때: 본래 음가[jé]
* 모음 е가 강세 없이 올 때: 대부분 [ji] 
А: Здравствуй, как дела? 안녕, 어떻게 지내니?
                  (1)[ji]
Б: Добрый день! Прекрасно. А у тебя? 안녕! 잘 지내, 그럼 너는?
          (2)[jé]  (3)[ji]    (4)[ji]
А: Очень хорошо! 잘 지내(좋아)
    (5)[ji]

<보기>의 밑줄 친 е는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음가인 [jé]로
발음된다.
그런데, (1), (3), (4), (5)의 밑줄 친 е는 모두 비강세음절로 약화되어 [ji]로
발음된다. 그러나 (2)의 경우는 강세를 갖고 있어서 제 음가인 [jé]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е와 동일한 발음을 갖는 경우는 (2)의 день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 이다. 

2.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점]
[출제의도] 발음규칙: 자음 г의 자음동화 규칙

[해설] * 일부 단어에서 г는 [g]가 아닌 [v]로 발음된다. 
예) 그의/그를 его[jivó] 오늘 сегодня[s’ivódn’ə] 
   아름다운(남성/중성 생격) красивого[kras’ívəvə]  
   엄격한(남성/중성 생격) строгого[strógəvə]     

이러한 현상은 기본형이 아닌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г만 [v]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сегодня’ ← ‘이 날’ ‘сей день’의 생격변화(сего́ дня)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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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화, ‘его’ ← ‘он’의 생격/대격, ‘красивого’ ← ‘красивый/-ое’의 생격, 
‘строгого’  ← ‘строгий/-ое’의 생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의 기본형에는
없으나, 변화 결과 나타난 г에서 г[v]로 발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строгого[strógəvə]’의 첫 번째 г에서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г는 발음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g]로 발음된다. 

А : Сегодня у нас гости. А где мама?

(1) (2) (3)

오늘 우리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엄마는 어디 계시지?

Б : Мама пришла из магазина и сейчас готовит ужин.

(4) (5)

엄마는 상점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저녁식사를 준비하셔.

(1)의 сегодня의 г는 위의 해설에 따르면, сей день의 변화결과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v]로 발음된다.
(2) (3) (4) (5)의 гости, где, магазин, готовит의 г는 모두 변화 결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г이다. 따라서 [g]로 발음된다.
정답은 (1)번의 сегодня[s’ivódn’ə] 이다.
 
3.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1점]

м о л о к о

 

[출제의도] 어휘
[해설] 좌측의 그림은 겉 표면에 젖소가 그려져 있는 우유팩이다. 
물론 그 자체만 가지고 우측에 있는 단어가 ‘우유’ молоко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택지에 주어진 철자를 하나씩 대입해볼 경우 ③번의 о 

외에는 단어를 형성할 수 없고, ③번의 о만이 대입 가능할 뿐 아니라 좌측의

그림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③번이다.

4. 5층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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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TV와 컴퓨터
4층 펜과 연필
3층 책상과 걸상
2층 가방과 모자
1층 잡지와 신문 

[출제의도] 어휘문제
[해설] 간단한 생활용품, 학용품, 교실용품, 가전제품 등을 나타내는

어휘들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5층에서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 (1)～(3)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시간) 1일 (1주일) 1개월 (1년)

60 분 24 시간 7 일  30 일 365 일
[출제의도] 어휘문제
[해설] 시간, 일, 주, 월, 연 등의 시간표시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  
1시간: час - 60분(минут)
1일: день - 24시간(часа)
1주일: неделя - 7일(дней)
1개월: месяц - 30일(дней)
1년: год - 365일(дней)
(1)~(3)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각각 час - неделя - год

따라서 정답은 ①번 час(1시간) - неделя(1주) - год(1년) 

6. (1)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나        언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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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어휘문제
[해설] 가족관련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는 위 칸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 칸에 나와 오빠, 언니가 소개돼

있다.  
모두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정답은 ‘가족’을 의미하는

③번이다.
① 이름 ② 공원 ③ 가족 ④ 이웃 ⑤ 고양이

7.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А : 누가 아침에 티켓을 샀지?

Б : 할머니가 사셨어.

대화문에 나오는 ‘누구’의 의미의 кто는 남성 취급을 한다(반면에
‘무엇’что는 중성). 따라서 현재시제에서는 кто, что 모두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취하고, 과거시제에서는 кто는 남성 단수형, что는 중성형을

취한다. 
반면에 ‘할머니’ бабушка는 여성 단수이다. 따라서 현재시제에서는 3인칭
단수현재형을, 그리고 과거시제에서는 여성 단수형을 취한다. 

* 동사 과거형: 성과 수에 따라 변화한다.(현재시제는 인칭과 시제에 따라

변화한다)
- 남성단수 : -л
- 여성단수 : -ла

- 중성 : -ло

- 복수 : -ли

그런데 선택지에 제시된 동사들의 시제는 모두 과거형이다.  
따라서 대화문에 사용된 주어 кто와 бабушка에 일치하는 동사 형태는 각각

(кто) купил(남성단수), (бабушка) купил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 커피 마시자. 민수야, 너는 무엇을 넣은 커피 줄까?

Б : 설탕 (넣은) 커피 줘.

[출제의도] 문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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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치사 ‘~과 함께’, ‘~을 넣은’을 의미하는 전치사 ‘с + 조격’ 
활용문제이다. 
그런데, 먼저 선택지에 소개된 어휘들은 의문대명사 ‘누구’ кто, ‘무엇’ 

что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кто와 что의 변화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격 кто что

생격 кого чего

여격 кому чему

대격 кого что

조격 кем чем

전치격 (о) ком (о) чём

그런데 커피에 넣어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따라서 что의 조격형태인 чем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9.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 이게 누구의 외투지?

Б : 어떤 거? 빨간 색? 그거 내 (외투야), 고마워.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소유대명사 사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소유대명사 1, 2인칭 단수, 복수, 그리고 의문소유대명사는 소유대상의 성, 
수, 격과 일치한다.

성/수 소유대명사 예 시 

남성 Чей?
мой твой 

наш ваш
отец  стол  дом  телефон

여성 Чья?
моя твоя

наша ваша
сестра́  книга тетрадь

중성 Чьё?
моё твоё

наше ваше
письмо́  окно́  яйцо́ море 

복수 Чьи?
мои твои

наши ваши
родители тетради  машины

그런데, 위의 대화문에서 소유 대상인 пальто는 중성명사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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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대명사 또한 중성인 моё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① мой(1인칭 남성 단수 주격) ② моя(1인칭 여성 단수 주격)
③ моё(1인칭 중성 주격/대격) ④ мои(1인칭 복수 주격/대격)
⑤ моего(1인칭 남성단수 생격)

10.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А : 나는 오늘 바빴다. 하루 종일 일했다.

Б : 그래서 다 했니?

А : 아니야, 난 아직 밤새 일을 해야 해.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정대명사 весь, вся, всё, все의 활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1) ‘모든 ~’, весь ~, вся ~, всё ~, все ~
2) ‘모든 것’ всё; 모두(모든 사람들) все

1)의 경우 весь등은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뒤 따르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의미는 ‘모든 ~’이다.
весь + 남성단수, вся + 여성단수, всё +중성, все + 복수. 
예) весь день: 하루 종일;  вся книга: 책 전부; всё окно 창문 전부

그런데, 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день, вечер, ночь, месяц 등이 весь 등과

함께 대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온 종일’ весь день, ‘저녁 내내’ весь вечер, 
‘밤 새’ всю ночь 등을 의미하는 부사로 사용된다.

2)의 경우, ‘모든 것’ всё, ‘모두’ все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всё는

사물이나 현상(모든 것), все는 사람(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문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빈칸에는 각각 ‘하루 종일’ 및 ‘밤
새’를 의미하는 весь день, всю ночь가 적당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всё가 적당한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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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너 어디 가니? 
 Б: 나 학교 가.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이동동사 ‘타고 가다’ ехать의 활용문제이다. 
이동동사 ехать는 그 목적지로 항상 ‘방향’을 나타내는 구문과 함께

사용된다. 
방향을 나타내는 구문에는 1) 부사, 2) 전치사 구 ‘в(на) + 명사대격’, ‘к 

+여격(사람)’ 등으로 표시된다. 
1) 부사형태: 의문 부사 ‘어디(로)’ куда; 부사 ‘이쪽으로’ сюда; ‘저쪽으로’ 

туда; ‘집으로’ домой 등. 
2) 전치사구: ‘학교에(-로) в школу; ’공장에(-으로)‘ на завод; '형한테’ к 

брату 등

그런데, 문제의 대화문에는 А가 묻고 Б가 답하는 상황으로, Б는 ‘학교에
가’라고 답하고 있다. 즉 ‘방향’을 나타내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동사 ехать가 갖는 특성(방향 표시 구문 요구)으로 보아, А역시 방향

표시 구문이 사용되어야 한다. 선택지에서 방향 표시 구문에 해당하는 것은

① Куда이다. 
① 어디(-로) ② 언제 ③ 왜(Потому что)
④ 어디서(-로부터): ‘출발지’/‘출신’ 의미
⑤ 얼마(값, 시간, 나이 등)

12. 설문에 대한 통계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1점]

당신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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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좋아하는 계절을 묻는 설문내용 파악문제이다. 
먼저 질문 내용을 파악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 계절 время года

- 어떤 계절? какое время года?
문제에 주어진 질문: 당신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자체만으로도
계절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에 제시된 관련 내용, 즉 정답은 ③ 번이다. 

13.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 여보세요! 안나 좀 바꿔주세요.

Б : 안나 집에 없는데요.

А : 그럼 저녁 때 전화할게요.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전화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А의 마지막 대화문(그럼 저녁 때 전화할게요.)으로 보아 А는 안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그녀가 집에 없거나 전화를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선택지 ④번이 정답이다. 

① 예, 있습니다 ② 나 안나야

③ 말씀하세요 ④ 안나 집에 없는데요

⑤ 안나 전화 받으러 오고 있어요

1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 너 뭐 읽고 있니? 
Б : 소설 «전쟁과 평화».
А : 너 그 소설 맘에 드니? 
Б : 그래 매우(맘에 들어).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구문에 대한 문제이다. 
‘좋거나 싫은’ 감정은 동사 нравиться, любить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www.ebsi.co.kr 9

있다. 
(1) нравиться

Я Ты Он/Она Мы Вы Они
нравлюсь нравишься нравится нравимся нравитесь нравятся

① 형태적 특성:  
- 현재형 어간에 순음(б, п, в, ф, м)이 있는 경우, 1인칭 단수현재형 어미에

л이 첨가된다.
- 소위 -ся 동사로,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면 -сь, 자음으로 끝나면 -ся가
첨가 된다.
예) - нравлюсь нравитесь 

    - нравишься нравится нравимся нравятся

② 의미:  
- ‘여격(의미상 주어) + нравиться + 주어(좋은 대상)’: ~을 좋아하다/~이
마음에 들다.

  - 나는 마리나를 좋아한다. Мне нравится Марина. 
  - 너 이 영화 괜찮니?  Тебе ́ нравится этот фильм?
  - 이 영화 엄청 맘에 드는걸!  Он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2) любить

Я Ты Он/Она Мы Вы Они
люблю любишь любит любим любите любят

① 형태적 특성: 현재형 어간에 순음(б, п, в, ф, м)이 있는 경우, 1인칭
단수현재형 어미에 л이 첨가된다.
예) 좋아하다 любить(люблю) 잠자다 спать(сплю)  
② 의미:  
- ‘любить + 명사(대격)’: ~을(를) 좋아하다, 사랑하다.
  - 나는 러시아 노래들을 좋아한다. Я люблю́ русские песни.
  - 나는 마리나를 사랑한다. Я люблю́ Марину. 
- ‘любить + 동사(미정형)’: ~하는 것을 좋아하다. 
  - 나는 책읽기(독서)를 좋아한다.  Я люблю́ читать книги. 
* 싫은 감정은 любить나 нравиться 앞에 부정 소사 не를 붙여서 사용한다. 
  - 나는 마리나를 싫어한다. Я не люблю́ Марину. 
  - 나는 책읽기(독서)를 싫어한다.  Я не люблю́ читать книги. 
  - 나는 이 영화가 싫다.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филь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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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문으로만 보아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때는 선택지를

먼저 본다.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을 하나씩 적용해보면, 결국 ②번만이 앞

뒤 대화 상황과 어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약속했어!
② 너 이 소설 맘에 드니(~ 좋아하니)?
③ 이 소설 얼마니?
④ 너 지금 라디오 듣니? 
⑤ 나는 이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좋아).

15.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А : 함께 재미있는 영화 볼까?

Б : , 나 영화 좋아해.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동의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 좋습니다. Хорошо! 
- 아주 좋습니다. Очень хорошо! Прекрасно!
- 기꺼이.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 동의해(~합니다). Согласен(Согласна, Согласны)!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중 ④번의 ‘유감스럽게도’는 일반적으로 제안에

응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① 좋아 ② 아주 좋아 ③ 그래 동의 해

④ 유감스럽게도 ⑤ 기꺼이

16.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레나는 무엇(직업/신분)이지? 
Б: 걔는 학생(여대생)이야. 
А: 그럼 올레그는?
Б: 걔도 학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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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의문대명사 ‘누구?’ Кто?: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여 이름이나 관계, 
직업/신분에 대해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대명사

예문) А: 이 사람은 누구지?(이름) Кто это? 
Б: 이 사람은 이반이야. Это Иван. 
А: 누군데?(관계)  А кто он? 
Б: 내 친구야.   Мой друг. 

예문) А: 이 분 누구시니?(관계) Кто это? 
Б: 이분은 엄마야. Это мать. 
А: 엄마 뭐 하시는데?(직업) А кто она? 
Б: 선생님이셔.   (Она) учительница. 

예문)А: 네 엄마 뭐 하시니?(직업) Кто твоя мать? 
Б: 의사이셔. Она врач. 

 
대화문 중 첫 번째 Б의 답으로 보아, 첫 번째 А의 질문은 ‘레나의
직업/신분’을 묻는 것이고, А의 두 번째 질문 역시 ‘올레그의 직업/신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Б의 두 번째 답 역시 그에 상응하는 ‘직업/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① 올레그는 25세야 ② 올레그는 멋있어

③ 올레그도 학생이야 ④ 올레그는 모스크바에 살아

⑤ 올레그는 차가 있어

17. 광고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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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프라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2.00부터 23.00까지입니다.
주소 : 모스크바, 중심가, 아르바트 거리, 10번지

전화 : 737-82-79
지하철 «아르바트스카야» 근처

                       * ежедневно : 매일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광고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광고내용에 의하면, 레스토랑 광고이며, 레스토랑의 명칭은 <<프라하>>,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11시까지이다. 따라서 아침식사는

불가능하다. 레스토랑은 모스크바 시 중심가, <<아르바트스카야 역>> 
가까이에 있다.
제시된 선택지 중 광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번이다. 

① 레스토랑의 명칭은 <<프라하>>이다.
② 레스토랑은 매일 영업한다.
③ 레스토랑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
④ 레스토랑은 모스크바 시내(중심가)에 있다.
⑤ 레스토랑은 지하철 <<아르바트스카야>>에서 가깝다. 

18.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А : 몇 시니?

Б : 벌써 오후 9시야.

А : 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___!

Б : 안녕!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말에 대한 문제이다. 

* 헤어질 때 인사 표현
- 안녕(잘 가, 잘 있어)! Пока! 친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 
- 안녕히 가세요/계세요! До свидания! 헤어질 때 하는 일반적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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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 встречи! 
- 월요일에 보자(뵈요)! До понедельника!
  ‘~까지... ~봐...’: ‘до + 시간표시 명사 생격’
- 잘 지내세요/건투를 빕니다! Всего́ доброго (хорошего)!   
  ‘~에게 ~를 기원하다’ ‘желать вам/тебе́ + 생격’
  - 행복해라(~하세요) Счастливо!
* ~할 때(시간)이다 : пора + 동사 미정형(원형) 
- 집에 갈 시간이야. Пора идти домой.
- 일할 시간이야. Уже пора работать.  
이 때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지칭하는 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대화문에서 А가 시간을 물었고, Б는 이에 대해 오후 8시라 답했다. 이에
А는 다시 말하기를, ‘집에 갈 시간이다’고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덧붙였다. 
이에 Б가 대응하기를 ‘안녕!’이라는 말로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 표현을

사용했다. 이로 미루어, 빈 칸 역시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선택지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④(만날
때 하는 아침인사)번이다.

① 행복해(헤어질 때)     ② 안녕(헤어질 때)
③ 안녕(헤어질 때) ④ 안녕(아침인사)
⑤ 잘 지내(헤어질 때)

19. 대화문과 일정표로 보아 Сора가 갈 장소는?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요일 및 시간 파악 문제이다. 

요일:월: понедельник 화: вторник 수: среда

목: четверг 금: пятница 토: суббота

А : 소라, 너 점심 먹고 뭐하니?

Б : 점심 먹고......그런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А : 목요일.

Б : 오늘 나 새 책하고 사전 사러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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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воскресенье

대화문과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은 목요일이며, Б(소라)는 목요일 점심식사

후에 책과 사전을 사러 간다. 그런데 소라는 목요일 점심식사 전에는

박물관에,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돔 크니기(서점)에 가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 Дом книги 이다.      

① 박물관 ② 역   ③ 크레믈린    ④ 돔 크니기 ⑤ 볼쇼이 극장

20.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 너 여기서 뭐해?
Б : 나타샤 기다리고 있어.
А : 얼마나 오랫동안?
Б : 나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시간표시 빈도부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시간표시 빈도부사에는 ‘얼마나 자주’ Как часто?, ‘얼마나 오래?’ Как 

долго? ‘얼마나 드물게?’ Как редко?, ‘몇 번(몇 차례)’ Сколько раз?등 매우
다양하다.
대화문에서 Б의 마지막 답변, ‘나 나탸샤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에 대한 А의 질문으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Как долго?이
적당하고 본다. 정답은 ②번이다. 
① 얼마나 자주 ② 얼마나 오랫동안 ③ 얼마나 드물게

④ 몇 번 ⑤ 어떤 건물에서

21.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점]

① 그들은 산책하고 있다. 
② 그들은 수영하고 있다.
③ 그들은 저녁식사 중이다.
④ 그들은 음악을 듣고 있다.
⑤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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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그림을 묘사하는 동사활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은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경기를 나타내는 표현: играть в + 경기(운동/게임) 명칭 대격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연주를 나타내는 표현: играть на + 악기 명칭 전치격

22.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점]

А: 나는 너를 발레 공연에 초대하고 싶어. 
Б: 어떤 발레인데?
А: «지젤».
Б: 그거 좋은데! 갈게.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대화문 파악 능력 문제
대화문 내용으로 보아 발레 공연에 초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3.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은? [1점]

오늘은 무척 덥고 햇살이 비친다. 
기온이 35도이다.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글의 내용에 맞는 그림을 찾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날씨에 대해 묻고 답하기
(1) 날씨에 대해 묻기
- (오늘) 날씨 어때요?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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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씨에 대해 답하기
- 오늘은 날씨가 좋다(좋지 않다). Сегодня хорошая(плохая) погода.  
- 오늘은 매우 춥다(덥다).  Сегодня очень холодно(жарко).  
- 오늘은 비(눈)가 온다.  Сегодня (идёт) дождь(снег).
- 오늘은 따뜻하다. Сегодня тепло.  
- 오늘은 햇살이 비친다. Сегодня (светит) солнце. 
- 오늘은 날씨가 맑다. Сегодня ясно.
- 오늘은 바람이 분다. Сегодня (дует) ветер.

24.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Иван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А : 이반은 몸이 어때요?

Б : 이반은 지금 병원에 입원 해 있어요.

А : 의사 선생님은 뭐라셨어?

Б : 이반은 감기 걸렸대.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대화문을 통한 등장인물에 대한 상황파악 문제이다.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반은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① 그는 의사이다. ② 그는 엔지니어이다. 
③ 그는 몸이 아프다(환자다). ④ 그는 도서관에 있다.  
⑤ 그는 출근 중이다.

25.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А: 너 시험 패스했니? 
Б: 그래 다행히도 최고 점수로 패스했어. 
А: ___________________ .            !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축하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축하표현
‘~의 무엇을 축하하다’는 ‘동사 поздравлять кого(사람: 대격) с чем(행사, 
조격)’ 형태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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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보리스, 생일 축하해! Борис, поздравляю тебя ́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 Б 정말 고마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 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овым годом! 
- Б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Я тоже вас поздравляю (С Новым годом!) . 
정답은 ⑤번이다.

① 오른쪽으로 ② 춥다 ③ 죄송합니다

④ 천만에 ⑤ 축하해(~합니다)

26. Б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Б: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많은 돈을 갖

기보다는 많은 친구를 가져라»고들 하지요.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대화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많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곧 <우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7. Вера가 가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А : 베라, 너 학교에 가니?

Б : 아니, 나 편지 부치러 가.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대화문을 통해 주인공이 가는 곳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인공 베라는 ‘편지를 부치러 가기’ 때문에 우체국에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① 우체국 ② 화장실 ③ 음악회

④ 수영장 ⑤ 아파트

28.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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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타찌야나 이바노브나입

니다. 간단하게 타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Б :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라입니다.

[출제의도] 언어문화
[해설] 러시아 인명의 지소형에 관한 문제이다.
* 러시아인 이름의 지소형(Уменьшительное имя) 
러시아인 이름에는 일정한 형태의 지소형이 있다. 흔히 애칭이라고도

부르나 정확한 표현은 지소형이다. 이러한 지소형은 가족, 친지, 친구끼리
부르는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러시아인 이름과 지소형>> 

   

이름 지소형
Пётр Петя

Алексей Алёша
Виктор Витя
Сергей Серёжа

Владимир Володя
Михаил Миша

Александр/Александра Саша
Николай Коля

Елена Лена
Анна Аня

Мария Маша
Наталья Наташа
Татьяна Таня

정답은 ⑤ 번이다. 
① 이라 ② 올랴 ③ 톨랴 ④ 폐탸 ⑤ 타냐

29. 노래와 관련 있는 기념일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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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3월 8일에

사랑하는 나의 엄마!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치옵니다..

랴 - 랴 - 랴 - 랴!

이 선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세요.   

[출제의도] 문화
[해설] 러시아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3월 8일 여성의 날에 대한

노래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① 노동절(5월1일)
② 성탄절(1월7일)
③ 스승의 날(10월 5일)
④ 여성의 날(3월 8일)
⑤ 전승기념일(5월 9일)

30. 다음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교통 수단은?

 주의하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다음 정차할 역은 «푸쉬킨스카야»입니다.
                         

[출제의도] 교통문화
[해설] 러시아 지하철 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정차할 역을 안내하는

차내 방송이다. 굳이 러시아 지하철을 이용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내
멘트에 등장하는 ‘역’ станция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① 택시 ② 지하철 ③ 버스

④ 전차 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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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 Ⅰ정답표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② ① ③ ⑤ ① ③ ② ② ③ ⑤ ① ③ ④ ② ④ ③ ③ ④ ④ ②

문항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⑤ ④ ③ ⑤ ① ① ⑤ ④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