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④ 2 ③ 3 ② 4 ⑤ 5 ②
6 ① 7 ③ 8 ④ 9 ④ 10 ①
11 ④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6 ⑤ 17 ① 18 ③ 19 ⑤ 20 ②
21 ① 22 ⑤ 23 ④ 24 ① 25 ⑤
26 ③ 27 ② 28 ④ 29 ⑤ 30 ②

1. [출제의도] 모음 е의 약화 현상 이해하기

 [해설] 모음 е에 강세가 없을 때에는 약화되어 /и/로 발음
한다.

2. [출제의도] 자음 г의 발음 변이 현상 이해하기

 [해설] его, сегодня의 г는 /в/로 발음한다.

3. [출제의도] 기본 어휘의 철자 알기

 [해설] карандаш(연필), ручка(펜)

4. [출제의도] 교통수단에 관한 어휘 알기

 [해설] метро(지하철), поезд(기차), машина(승용차), 
    автобус(버스)

5. [출제의도] 가족에 관한 어휘 알기

 [해설]

나의 부모님께는 한 명의 딸인 나와 한 명의 아들인 보
리스가 있습니다. 나는 교사이고, 나의 오빠 보리스도 
교사입니다.

① 남편  ③ 아내  ④ 숙모 ⑤ 할머니

6. [출제의도] 월(月)에 관한 어휘 알기

 [해설] февраль 2월
① 3월 ② 1월 ③ 8월 ④ 12월 ⑤ 9월

7. [출제의도] 인칭대명사의 용법 알기

 [해설] стул이 남성명사이므로 남성대명사 он을 사용한다. 
A: 의자 좀 주세요.
B :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8. [출제의도] 인칭대명사 여격 변화 알기

 [해설] 나이를 묻거나 답할 때는 인칭대명사의 여격을 사
용한다. вы(당신)의 여격은 вам이다.

A: 당신은 몇 살입니까?
B: 저는 19살입니다.

9. [출제의도] 방향과 장소 표현에 따른 명사 격변화 이

해하기

 [해설] 전치사 в가 장소를 나타낼 때에는 전치격을 수반하
므로 школа의 전치격 школе를 사용한다.

10. [출제의도] 의문 소유대명사의 성ㆍ수 변화 이해하기

 [해설] 의문 소유대명사의 변화는 чей(남성), чья(여성),  
чьё(중성), чьи(복수)이다. костюм은 남성명사이므로  
чей를, шапка는 여성명사이므로 чья를 사용한다.

A: 이것은 누구의 양복입니까?
B: 이것은 그의 양복입니다.
A: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모자입니까?
B: 이것은 그녀의 모자입니다.

11. [출제의도] 전치사 через의 용법 이해하기

 [해설] 전치사 через는 ‘~후에’ 라는 의미로 시간 앞에 쓰
이며 대격(목적격)을 수반한다.

A: 저 가야 할 시간이에요. 2주 후에 만나요.
B : 그렇게 하죠. 안녕히 가세요!

① ~로부터 ② ~를 위해 ③ ~앞에 ⑤ ~후에+상황(생격)

12. [출제의도] 금지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좌회전 금지

13. [출제의도] 유감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비짜, 그저께 TV에서 축구 봤니?
B: 아니, 못 봤어. 친구 집에 갔었거든.
A: 못 봤다니 유감이다.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② 즉시 ③ 다음에 ④ 따뜻하다 ⑤ 춥다

14. [출제의도] 제안과 동의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막심, 공원에서 산책하자.
B :             , 나 산책 좋아해.

① 나는 싫어 ② 좋아 ③ 동의해 ④ 아주 좋아 ⑤ 기꺼이

15. [출제의도] 날씨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오늘 날씨가 어때?
B: 서울에는 눈이 와.
A: 그러면 부산은?
B: 비가 와.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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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식사 예절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안녕! 너 뭐하니?
B: 점심 먹고 있어.
A: 맛있게 먹어!

① 안녕 ② 안녕(아침인사) ③ 안녕(저녁인사) ④ 잘 자 

17. [출제의도] 선호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당신은 러시아 작가들을 좋아하세요?
B: 네, 무척이요. 저는 톨스토이가 좋아요.

① 저는 톨스토이를 좋아해요 ② 저는 톨스토이를 몰라요 
③ 톨스토이는 장편소설을 썼어요 ④ 아무도 톨스토이를 좋
아하지 않아요 ⑤ 톨스토이는 한국 작가예요

18. [출제의도] 직업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B: 그녀는 기술자입니다.

①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② 이 사람은 안나입니다 ④ 그녀
는 러시아인입니다 ⑤ 그녀의 삼촌은 의사입니다

19. [출제의도] 소개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빅토르이고, 이쪽은 인
나입니다.

B: 만나서 반갑습니다.
C: 저도 역시 무척 반갑습니다.

① 저도 그렇습니다 ② 저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정말 안 좋
습니다 ④ 안녕히 가세요
 

20.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A: 난 이미 기차역에 있어. 소냐, 넌 지금 어디 있어?
B: 미안해, 알료샤. 나 아직 상점에 있어.
A: 그러면 나타샤와 타냐도 상점에 있니?
B: 아니, 나타샤는 도서관에 있고, 타냐는 극장에 있어.
A: 그러면 안톤은 어디 있어?
B: 그는 식당에 있어.

21. [출제의도] 감사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남: 도와드릴까요?
여: 감사합니다.

① 감사합니다 ② 천만에요(감사에 대한 응답) ③ 그들은 
젊습니다 ④ 매우 맛있습니다 ⑤ 창문을 열어주세요

22. [출제의도] 전화통화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샤인데요. 
   이고르 집에 있어요?
B: 잠깐만요, 그를 바꿔 드릴게요. 이고르! 전화 받아.
C: 안녕, 마샤. 나 이고르야.

① 그녀는 집에 있어요 ② 그는 집에 없어요 ③ 전화기가 
고장 났어요 ④ 그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오늘은 토요일이다. 우리 가족 모두 집에 있다. 엄마는 
쉬고 계시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신다. 나는 여동생
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24. [출제의도] 축하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소중한 바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길 바란다.
너의 례나가

25. [출제의도] 감탄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당신 외투가 정말 멋지군요!
B: 대단히 감사합니다.

① 어디에서 오셨어요 ② 몇 시예요 ③ 얼마예요 ④ 공연이 
언제 시작되나요  

26. [출제의도] 빈도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합니까? 항상 가끔 안 한다

음악을 듣다 ✔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

등산하다 ✔
① 이것은 무엇입니까 ②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④ 얼마나 
오랫동안  ⑤ 얼마나 오래전부터

27. [출제의도] 안내문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우주≫ 박물관
“스푸트니크” 전시회에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주소: 노브고로드 시 푸슈킨 거리 15번지 

① 박물관은 목요일에 쉬지 않는다. ② 박물관에서는 대학
생을 초대하고 있다. ③ 박물관은 노브고로드 시에 있다. ④ 
박물관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⑤ 박물관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28. [출제의도] 러시아의 음식 문화 알기

 [해설] 
A : 무엇을 주문할래?
B: 고기를 넣은 블린을 주문하고 싶어.
A: 그것은 마슬레니차의 상징이라고 들었어. 정말이야?
B: 응, 러시아인들은 마슬레니차에 블린을 먹어.

① 쉬(야채스프) ② 이크라(철갑상어알) ③ 크바스(곡류음
료) ⑤ 샤쉴릭(꼬치구이)

29. [출제의도] 러시아인의 이름 알기

 [해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친구 알렉 니
콜라예비치 이바노프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여동생인 
니나 니콜라예브나 이바노바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
의 아버지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이바노프입니다. 

① 이반 ② 알렉 ③ 니나 ④ 세르게이

30. [출제의도] 러시아의 도시 알기

 [해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크레믈을 보고, 오후에 아르바트 거리를 
관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차이
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할 예정입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키예프 ② 모스크바 ③ 페테르부르크 ④ 하바로프스크 
⑤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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