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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요소 : 발음: 강세 없는 철자 о 의 발음

   반영쪽수 : 1강 5쪽, 3강 1쪽, 유사문제: 1강 1번, 3강 1넌, 실전문제 1회 1번

   해    설 : 모음과 관련한 발음문제의 경우, 반드시 단어의 강세를 먼저 확인 한다. 

강세가 있을 때는 제 음가를 갖고, 강세가 없을 때는 제 음가를 갖지 못하고 약화되기 

때문이다. 보기의 단어 она는 а에 강세가 있다. 따라서 밑줄 친 о 는 제 음가를 작지 못하고 

약화 된다. 그런데 о 는 강세를 갖는 모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약화 정도가 다른데, 강세 

바로 앞에 있는 о, 그리고 단어의 맨 처음에 오는 о는 강세가 없을 때, 짧은 а로 발음 된다.

 선택지에서 밑줄 친 о가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② . 

2. 평가요소 : 발음: 철자 д의 연음화 

   반영쪽수 : 1강 2쪽, 9강 1쪽 연음화

   해    설 : 연자음 표시모음: я, ё, ю, е, и: 앞에 오는 자음은 연자음

예) 
а[á] vs я(й+а)[já]: 예 да[dá] vs 먹다(3인칭복수현재) едят[jid’át]  
о[ó] vs ё(й+о)[jó] : 누구 кто[któ] vs 이모 тётя[t’ót’ə] 
у[ú] vs ю(й+у)[jú] : 달(月) луна[luná] vs 사랑 любовь[l’ubóf’]    
э[é] vs е(й+э)[jé] : 시장(市長) мэр[mér]  vs 아버지 отец[at’éc]  
ы[ý] vs и[jí] : 너 ты[tý] vs  새 птица[pt’ícə] 

이러한 현상은 단지 т д 만이 아니라 ч щ ; ж ш ц를 제외한 모든 자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연자음화 된 т д의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강조될 따름이다. 
그런데, 보기의 день에서 밑줄 친 д는 연자음 표시모음 е 앞에 오므로 연음화 된다.
선택지 중 ⑤번 에서만 д 다음에 연자음 표시모음이고 나머지는 경자음 표시모음이다. 

따라서 ⑤번의 д 만 연음화 된다.

3. 평가요소 : 철자 

   반영쪽수 : 13강 5쪽 

   해    설 :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주어진 

철자를 하나씩 괄호 안에 적용해가면서 단어가 형성이 될 경우 두 단어를 비교해 본다.

선택지 중 철자 о 를 (1), (2)에 공통으로 대입하면 둘 다 단어가 형성된다. 

의미는 кошка : 고양이;  собака : 개



정답은 ③번.

4. 평가요소 : 어휘 

   반영쪽수 : 16강 6쪽

   해    설 :  제시된 그림과 우측에 제시된 대화문을 보고,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직업을 맞히는 문제이다. 그림에 제시된 인물은 “의사”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화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А :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Б :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림과 Б의 답변 중 마지막 말을 통해서 정답은 ①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선생님 ③ 작가 ④ 비즈니스맨 ⑤ 통역사

5. 평가요소 : 어휘: 가족 관련 어휘 

   반영쪽수 : 2강 5쪽 

   해    설 : 제시된 문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내가 있다.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휘가 곧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을 나타내는 어휘들임을 수 알 수 있다. 정답은 ③번이다. 

① 계산대 ② 학교 ④ 지도 ⑤ 시골(농촌)

6. 평가요소 : 어휘 

   반영쪽수 : 11강 2쪽, 유사문제: 13강 3번,  

   해    설 :  선택지에 제시된 그림은 각각 ① ‘창문’ окно ② ‘버스’ автобус ③ 

‘전화기’ телефон ④ 구름 облако ⑤ 비행기 самолёт 이다. 그런데 문제의 빈칸 좌우측에 

있는 단어는 각각 ‘비행기’ самолёт, ‘하늘’ небо 이다.  즉, 빈 칸에는 ‘비행기’의 끝 철자인 

ь로 시작하고, ‘하늘’의 첫 철자 н으로 끝나는 단어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전화기’ телефон, 즉 정답은 ③번이다.

7. 평가요소 : 문법 

   반영쪽수 : 7강 4쪽, 11강 2쪽 

   해    설 :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와 그에 상응하는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대화문 중 ‘얼마나 자주?’ Как часто?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할 수 있다: 

- 항상 всегда́  - 자주 часто - 가끔 иногда́  - 드물게 редко  - 한 번도 (~ 않다) никогда́ не 

- 하루에 한 번 раз в день  - 1주에 2번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 1개월에 3번 три раза в 

месяц - 1년에 다섯 번 рять раз в год

이 때 ‘하루에’, ‘1주에’, ‘1개월에’, ‘1년에’ 등은 전치사 ‘в + 명사 대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요일과 관련하여, ‘~요일 마다’를 의미할 때는 전치사 ‘по + 요일의 복수 여격’을 

사용한다: ‘월요일 마다’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화요일 마다’ ‘по вторникам’.... 



А: 당신은 얼마나 자주 축구를 합니까?
Б: 1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평가요소 : 문법

   반영쪽수 : 유사문제: 실전문제 5회 2번 

   해    설 : ‘~를 닮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похож + на + 대격’ 형태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때 주어가 남성일 때는 похож, 여성일 때는 похожа, 복수일 때는 похожи를 

사용한다.

예) 보리스는 엄마를 닮았다. Борис похож на маму.

니나는 아버지를 닮았다. Нина похожа на отца.

    우리는 서로 닮았다. Мы похожи друг на друга. 

А: 나타샤! 너는 누구를 닮았니?

Б: 아버지를 닮았어.

따라서 정답은 전치사 на, 즉, ②번이다.

9. 평가요소 : 문법 

   반영쪽수 : 5강 4쪽, 8강 1, 3쪽, 유사문제 14강 1번

   해    설 : 형용사의 형태: 형용사는 관계하는 명사의 성, 수, 격에 일치한다. 
- 러시아어: русский язык  
- 좋은 날씨: хорошая погода

- 재미있는 책들: интересные книги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시간’ время은 중성 명사이다. 따라서 선택지에 주어진 형용사들 중 

중성 형용사를 찾으면 되는 문제이다.
중성 형용사는 ⑤번이다.
А: 너는 한가한 시간에 뭐 하니?
Б: 나는 보통 운동해.

10. 평가요소 : 문법

   반영쪽수 :  6강 3, 4쪽, 7강 3, 4쪽, 15강 2쪽, 

  유사문제: 실전문제 2회 8번, 5회 20번

   해    설 : * 인칭대명사 여격

► 형태

단     수 복      수

주 격  Кто? Я Ты Он/Она Мы Вы Они

여 격 Кому? Мне Тебе Ему/Ей Нам Вам Им     



 
► 의미: ‘~에게’

* 동사 звонить

동사 ‘~에게 전화하다’ звонить는 전화를 받는 상대로 여격을 요구한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은 вам이다.

* 인칭대명사 생격

► 형태

단     수 복      수

주 격 Кто  Я Ты Он/Она Мы Вы Они

생 격 Кого Меня Тебя Его/Её Нас Вас Их

► 부정생격: 존재를 부정하거나, 타동사를 부정했을 때 그 대상은 생격으로 표현한다. 
예) - 나는 형이 없다. У меня нет брата.
    - 나는 시간이 없다. У меня нет времени.
    - 어제 그녀는 집에 없었다. Вчера её не было дома. 

따라서 제시된 대화내용 중 첫 번째 빈칸에는 여격인 вам, 두 번째에는 생격인 вас가 알맞은 

표현이다.
А: 내가 당신께 전화드렸는데, 집에 안계시던데요. 오늘 아침에 어디 가셨었나요?
Б: 도서관에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평가요소 : 문법 

   반영쪽수 : 5강 1, 3쪽, 유사문제: 실전문제 3회 25, 26번

   해    설 : 제시된 대화문의 동사 ‘가다’ идти는 반드시 방향표시 부사나 전치사구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 방향(목적지)에 대해 묻고 답하기는 다음과 같다.
(1) 묻기: Куда ́ 
(2) 답하기: 방향 표시 부사 혹은 ‘в/на + 대격’

- (너) 어디 가니?(걸어가는 경우)  Куда́ ты идёшь?  
- 집(학교)에 갑니다. Я иду́ домой (в школу).

- (당신은) 어디 가시는데요?(타고 가는 경우) А куда́ вы едете?
- 직장에 갑니다(출근합니다). Я еду на работу.

А: 이리나는 어디 갑니까?
Б: 그녀는 극장에 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2강 1, 3, 8쪽 



   해    설 :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여 물을 때는 의문대명사: ‘무엇?’ Что?을  사용하고 

그 대상은 성, 수와 관계없이 это를 사용한다. 답할 때도 это로 시작한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Что это? 
- 이것은 가방입니다.Это сумка. 

А: 안나, 이게 뭐지? Б: 이것은 우유입니다.  А: 그럼 이건 차야? Б: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 아니라 커피입니다.

정답은 ②번이다.

13.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8과 전반 취미편 

   해    설 : 대화 내용으로 보아 좋아하는 것, 즉 취미에 대한 얘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А: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데, 당신은요?

Б: 나는 음악감상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⑤번이다.

14.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4강 3, 4쪽 

   해    설 : 그림을 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문제이다. 그림은 한 여자가 

TV를 시청하는 모습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① 그녀는 산책하고 있다.

② 그녀는 아침식사 중이다.

④ 그녀는 수영장에서 수영 중이다.

⑤ 그녀는 테니스를 하고 있다.

15.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2강 3쪽, 3강 2쪽

   해    설 : 이름과 신분을 묻는 대화 순서를 맞추는 문제이다.  

1) 이름: 이름을 말할 때는 동사  звать의 3인칭 복수 현재형 зовут(‘~를 ~라 부르다’ = ‘~의 

이름은 ~이다’)과 대(명사) 대격을 사용한다. 
예문)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Как вас зовут? 

-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Меня́ зовут Михаил.
- 걔 이름은 뭐지?    Как его́ зовут? 
- 걔 이름은 안톤입니다.    Его́ зовут Антон.

2) 의문대명사: ‘누구?’ Кто?
-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

- 이름이나 관계, 직업/신분에 대해 물을 때 사용 



<이름 및 관계>
А: Кто это? Б: Это Иван. 
А: А кто он? Б: Мой друг. 
<관계 및 신분>
А: Кто это? Б:  Это мать. 
А: А кто она? Б: (Она) учительница. 

제시된 첫 번째 대화문은 ‘네 동생(형) 이름이 뭐니?’ 로 시작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내용의 질문이 온 후, 그에 대한 답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А: 네 동생(형) 이름이 뭐니?
Б: 안드레이야.
А: 그는 뭐(하)니?
Б: 학생이야.

16.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8, 9강 동의, 제안, 감사, 사과 허용 등 

   해    설 : 동의, 제안, 감사, 사과, 허용 등을 나타낼 때는 пожалуйста(please)가 

사용된다.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은 신간 잡지를 봐도 되느냐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А: 이게 무슨 잡지죠?

Б: 신간잡지입니다.

А: 봐도 됩니까?

Б: 네(그럼요).

А: 감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① 더워라! ② 안녕! ③ 예를 들면, ⑤ 만났다.

17.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5강 7쪽 

   해    설 : 대화문에 나타난 계절과 날씨와 관련된 그림을 찾는 문제이다. 

* 날씨에 대해 묻고 답하기

(1) 날씨에 대해 묻기

- (오늘) 날씨 어때요?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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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시베리아는 겨울에 기온이 얼마나 됩니까?

Б: 영하 15-45도입니다. 눈도 자주 옵니다. 

추운 날씨에 눈이 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 ③번이 정답이다. 

18.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11강 4, 5쪽

   해    설 : 길을 물을 때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에 대해 물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скажите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 길 묻기와 안내하기

- 볼쇼이 극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пройти́ к Большому театру?
- 볼쇼이 극장은 멀지 않습니다. 곧바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Он недалеко́ отсюда. Вам нужно идти́ прямо. 
- 시내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하지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доехать до центра города?
-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Вам нужно ехать на метро́ или на автобусе. 
정답은 ①번이다.

А: 푸슈킨 광장까지 어떻게 가야지요?
Б: 곧장 가다가 좌회전 하시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② 식사하세요 ③ 춤추세요  ④ 일하세요 ⑤ 쉬세요

19.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7강 6쪽 

   해    설 : 시간 묻고 답하기:

제시된 대화내용으로 보아 А의 대화문 중 마지막 말이 ‘시계를 집에 두고 왔다’는 

내용과 Б의 답변이 ‘5시’라는 내용으로 보아, 시간을 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시간 묻고 답하기:
- 지금 몇 시죠?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 두시입니다. 2(Два) часа. 



- 지금 몇 시죠? Который час сейчас?
- 수업이 몇 시에 시작되지?  В котором часу́ начинается урок?

А: 몇시죠? 시계를 집에 두고 왔어요.
Б: 다섯시입니다.
 
20.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8강 6쪽 

   해    설 : * 제안 및 동의 

제안을 할 때는 1인칭 복수명령법을 사용한다.
► ‘Давай(те) + 동사 원형(불완료상) 
- 쉬자(쉽시다)! Давай(те) отдыхать! 
► ‘Давай(те) + 동사 1인칭 복수 단순 미래형(완료상)’
- 얘기 좀 하자(합시다)! Давай(те) поговорим! Поговорим! 
동의: 
- 좋습니다. Хорошо! 
- 아주 좋습니다. Очень хорошо! Прекрасно!
- 기꺼이.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А: 안톤한테 놀러가자. 안톤이 여기 살거든.
Б: 좋아! 가자. 오랫동안 걔 못봤거든.
대화내용으로 보아, 제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답은 제안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① 안돼  ③ 말씀하세요 ④ 천만에요 ⑤ 축하합니다.

21.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유사문제: 실전문제 1회 18번 

   해    설 :  광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 박물관

여러분을 문화박물관의 <<한국의 날>>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 개관시간: 

화-토요일: 10:00-17:00

일요일: 10:00-15:00

* 주소: 모스크바시 아르바트 거리 20번지

선택지 중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④번이다. 월요일에는 개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2.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12강 2, 3, 유사문제 12강 9쪽, 실전문제 3회 17번

    해    설 : 1자루에 20루블씩 하는 연필 4자루를 구입하는 내용이다.

정답은 ③번 80루블이다.



А: 연필 네 자루 주세요.

Б: 한 자루에 20루블이고, 총 80루블입니다.

А: 자 100루블 받으세요(여기 있습니다).

Б: 자 여기 20루블입니다. 

23.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17강 6쪽, 유사문제 실전문제 2회 22번, 5회 12번

   해    설 :  이유를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의문 부사: 이유를 물을 때는 ‘왜’ 

Почему, 답할 때는 ‘왜냐하면’ Потому что를 사용한다. 정답은 ⑤번이다.

А: 너 오늘 왜 수업에 늦었니?

Б: 왜냐하면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24.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6강 8쪽 ‘좋고 싫음’ 표현 

   해    설 : 좋고 싫음을 나타낼 때는 동사 любить와 нравиться를 사용한다.

좋고 싫음

‘좋거나 싫은’ 감정은 동사 любить, нравиться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 중 문제에 

등장하는 нравиться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 нравиться

Я Ты Он/Она Мы Вы Они

нравлюсь нравишься нравится нравимся нравитесь нравятся

① 형태적 특성:  
- любить와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현재형 어미에 л이 첨가된다.
- 소위 -ся 동사로,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면 -сь, 자음으로 끝나면 -ся가 첨가 된다.
② 의미:  
- ‘여격(의미상 주어) + нравиться + 주어(좋은 대상)’: ~을 좋아하다/~이 마음에 들다.
그런데 제시된 대화 내용 중 Б의 답변으로 보아,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적합한 내용은 ④번이다. 

А: 소라야, 너 러시아어 맘에 드니?

Б: 그래 맘에 들어. 나는 러시아어가 매우 재미있는 언어라고 생각해.

① 그래, 있어  ② 나는 없어  ③ 아니야, 맛있어 ④ 그래, 맘에 들어

⑤ 아니야, 추워

 

25.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종합

   해    설 :  그림을 보면 나이든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려는 모습과 옆에 가고 

있던 젊은이가 뭔가 제안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젊은이가 

도와주려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의 내용을 각각 

대입 해봐도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А: 도와드릴까요 Б: 예, 고마워요

② 며칠이죠  ③ 날씨가 어떻죠 ④ 들어가도 됩니까  ⑤ 그는 배가 고프다

26.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10강 7, 8쪽, 12강 5, 6쪽, 유사문제 10강 3번, 12강 4번

               실전문제 4회 14번

   해    설 :  전화통화시 대화 상대방을 바꿔 줄때 사용하는 기다리라는 표현으로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Подож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Одну́ минуту (Минутку/Минуточку)! 

(Одну) Секунду(Секундочку)!
정답은 ④번이다.
А: 여보세요! 저 타냐인데요. 레나랑 통화할 수 있나요(레나 좀 바꿔 주세요)?
Б: 네. 잠깐 기다리세요.
А: 매우 감사합니다.
   
27. 평가요소 : 의사소통

   반영쪽수 :  11강 6쪽, 유사문제 11강 3, 4번, 실전문제 5회 10번

   해    설 :  출발지 묻고 답하기 

- 어디 갔다(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Откуда вы идёте(едете)?
- 학교에서 오는 길입니다.    Я иду(еду) из школы. 
- 당신들은 어디 갔다(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А откуда вы идёте(едете)? 
- 저희들은 우체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Мы идём(едем) с почты. 
(출발지 물을 때: 방향표시 의문사  откуда, 답할 때: 전치사 ‘из, с + 생격’) 

А: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Б: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왔습니다.

정답은 ①번이다.

② 당신은 언제 돌아오셨나요 ③ 당신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나요

④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⑤ 당신은 누구와 대화했나요

28. 평가요소 : 언어문화

   반영쪽수 :  15강 2쪽, 유사문제: 실전문제 3회 25번

   해    설 :  그림은 여행사 매표창구에서 티켓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화내용으로 보아 남자가 모스크바에 가는 티켓을 구매하고, 여자가 티켓을 주면서 뭔가 

얘기를 건넨데 대해 남자가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러시아에서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라고 인사를 하여 ‘행복한 여행길이 되기를 기원’해준다. 
Желать кому- чего ‘~에게 ~을 기원하다’라는 구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상 회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정답은 ④번이다.

А: 모스크바행 티켓 한 장 주세요.
Б: 자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 여행 되세요(잘 다녀 오세요). 



А: 고맙습니다.
① 건강을 위해  ② 약속했습니다  ③ 기꺼이(좋아요) ⑤ 맛있게 드세요

29. 평가요소 : 지리문화

   반영쪽수 :  9강 문화편, 유사문제: 9강 6번. 실전문제 3회 30번.

   해    설 :  오래된 러시아의 요새. 모스크바 시내 붉은 광장에 있는 것.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 즉, 크레믈린 궁을 서술한 글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30. 평가요소 : 문화(문학)

   반영쪽수 :  4, 5, 6강 문화편, 유사문제: 5강 6번, 실전문제 1회 30번, 2회 29번, 

4회 30번

   해    설 :  선호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푸슈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체홉 등 모두가 러시아의 작가들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