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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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① [묵음]-[т’] ② [г]-[г] ③ [ф]-[묵음] ④ [д’]-
[묵음] ⑤ [л’]-[묵음]

2. [출제의도] 모음 약화 알기
강세 바로 앞의 모음 ‘о’는 [а]로 발음한다.
① [а] ② [о] ③ [о] ④ [о] ⑤ [о]

3. [출제의도] 명사의 글자 알기
바이칼은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서 멀지 않다. 이

것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다.
□에 들어갈 글자는 순서대로 н, е, б, о이다.
① ночь ② нога ③ поле ④ стул ⑤ небо

4. [출제의도] 수사 알기
А: 갈랴, 서점이 어디에 새로 생겼니?
Б: 576번지 건물에 생겼어.
А: 몇 층에?
Б: 576번지 건물 1층이야.

5. [출제의도] 형용사의 의미 알기
А: 너는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하니?
Б: ① 맑은 / ② 따뜻한 / ③ 추운 / ⑤ 선선한 날씨가 제

일 좋아.
④ 짧은

6. [출제의도] 사과하기
А: 얘야! 네 이름이 마리나이지?
Б: 아니요, 마리나 아니에요. 제 이름은 소냐예요.
А: 저런, 미안해, 내가 실수했구나.
Б: 괜찮아요!
① 말해 ③ 닫아 ④ 보여 줘 ⑤ 전화해

7. [출제의도] 가격 묻고 답하기
А: 사과 1킬로그램 주세요.
Б: 사과가 신선해요. 여기 있습니다.
А: 얼마인가요?
Б: 100루블입니다.
① 무슨 일이에요 ③ 어디에서 오셨어요 ④ 어디서 가
져갈 수 있어요 ⑤ 오늘이 며칠인가요

8. [출제의도] 추측 표현 이해하기
А: 저기 책상 위에 볼펜이 있네. 이건 누구의 볼펜

이지?
Б: 보통 이 자리에 나타샤가 앉아. a , b. 아마도 이건 그

녀의 볼펜일 거야.
c. 존경하는 마음으로

9. [출제의도] 시간 묻고 답하기
А: 너 이반과의 약속 기억하고 있지?
Б: 물론이지.
А: 몇 시에 만나는 거야?
Б: 11시 30분에 만날 거야. 30분 후야.

10. [출제의도] 약속 표현 이해하기
А: 나와 누이는 야로슬라블에 갈 거야.
Б: 정말이야? 진짜 잘됐다! 나도 거기 갈 건데. 거기서 

만나자.
А: 좋은 생각이야. 약속한 거야.
Б: 약속한 거야.
① 나는 반대야 ② 나는 할 수 없어 ③ 정말 유감이야 
④ 불가능해

11. [출제의도] 초대하기
А: 안녕, 알렉산드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나는 너

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Б: 생일 축하해! 꼭 갈게.
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② 나는 그가 한국에서 왔
다고 확신합니다 ③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이 
소설을 읽으라고 너에게 추천할게

12. [출제의도] 안부 묻고 답하기
А: 안녕하세요, 니나 막시모브나 씨! 어떻게 지내세요?
Б: 고마워요, 아주 잘 지내요.
a. 어떻게 지내세요 b. 어떻게 지내세요 c. 어떻게 지
내세요 d.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출제의도] 건강에 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채소, 고기, 생선, 우유, 과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몸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비타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① 숙제를 해야 한다고 ②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
고 ③ 식사 중에는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④
가능하면 운동을 하라고

[14 ~ 15]
А: 앉으세요. c. 어디가 불편하세요 / d. 무슨 일 있으

세요?
Б: 저는 머리가 자주 아파요.
А: 얼마나 자주요?
Б: 거의 매일이요. 특히 아침에 아파요. 열도 높아요.
А: 약을 드시고 집에서 쉬세요.
Б: 며칠 동안 약을 먹어야 하나요?
А: 우선 3일 복용해 보고 지켜봅시다.
Б: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14. [출제의도] 건강 상태 묻기
a. 당신은 누구를 도와주었나요 b. 당신은 누구와 닮
았나요

15. [출제의도] 건강에 대한 대화문 이해하기
16. [출제의도] 길 묻고 답하기

А: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Б: 처음에 모퉁이까지 곧바로 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

로 돌면 오른쪽에 우체국이 보이실 겁니다.
А: 정말 감사합니다.
① 곧바로-왼쪽에 ② 왼쪽으로-왼쪽에 ④ 오른쪽으로
-왼쪽에 ⑤ 오른쪽으로-오른쪽에

17. [출제의도]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А: 안나는 꿈이 뭐니?
Б: 그녀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해.
① 안나는 키가 어떻게 되니 ② 안나의 주소는 뭐니 
③ 안나의 취미는 뭐니 ⑤ 안나는 어떤 노래를 좋아
하니

18. [출제의도] 안내문 이해하기
현대 예술 박물관

박물관은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합니다.
(입장은 19시 30분까지입니다)
10살 미만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입장권은 매표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 [출제의도] 전화 표현 이해하기

А: 여보세요!
Б: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А: 율랴예요. ① 디마 자리에 있나요? / ② 디마 좀 부

탁합니다. / ④ 디마 좀 바꿔 주시겠어요? / ⑤ 디
마 좀 바꿔 주세요.

Б: 잠깐만요! 디마야, 전화 왔어!
③ 누가 디마가 있는지 묻고 있나요?

20. [출제의도] 기차 시간표 이해하기
기차 번호 출발지-도착지 출발 도착
004 모스크바-북경 23:55

매주 화요일
11:40

매주 월요일
003 북경-모스크바 11:22

매주 수요일
13:58

매주 월요일
023 모스크바-파리 18:43

매주 화요일
09:33

매주 목요일
024 파리-모스크바 18:58

매주 목요일
10:53

매주 토요일
21. [출제의도] 정보와 의견 교환하기

А: 안녕하세요!
Б: 안녕하세요! b. 들어오세요.
А: c. 4인용 자리 있나요?
Б: 네, 멋진 경치가 보이는 창가에 있습니다. 이쪽으

로 오세요!
А: 고맙습니다. 여기는 매우 아름답군요.
Б: a. 그런 말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22. [출제의도] 러시아 음악가 알기
1870년 말에 무소륵스키와 화가 하르트만은 서로 

알게 되어 곧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1873년 
하르트만의 이른 죽음은 작곡가를 동요시켰다. 1874
년에 하르트만의 그림들로 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 
이후에 무소륵스키는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했다.
① 글린카 ② 차이콥스키 ③ 라흐마니노프 ⑤ 스트라
빈스키

23. [출제의도] 러시아 속담 이해하기
А: 나는 모스크바에 다녀왔어. 여행은 아주 멋졌어!
Б: 나는 모스크바에 대해 많이 들었어. 방학에 거기 

가서 크렘린과 붉은 광장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А: 멋지다! 러시아인들은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고 
하지. 성 바실리 사원도 꼭 봐야 해.

① 싼 게 비지떡이다 ② 집이 최고다 ③ 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④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

24. [출제의도] 러시아 기념일 알기
곧 봄과 함께 여성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옵니다. 소

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성분들! 가장 아름답고 밝은 봄
의 기념일인 3월 8일을 축하합니다!
① 크리스마스 ② 새해 ③ 마슬레니차 ④ 승전기념일

25. [출제의도] 러시아 전통문화 알기
А: 봐! 너 이게 무엇인지 아니? 과거에 러시아인들

은 이것의 도움으로 차를 준비했어. 
Б: 전에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이 뭔지 정

확히 기억이 안 나.
А: 만약에 네가 ‘스스로’와 ‘끓이다’라는 단어를 알면 

그것의 이름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Б: 이제 기억났어.
① 사모바르 ② 피산키 ③ 발랄라이카 ④ 조스토보 ⑤
마트료시카

26. [출제의도] 러시아 도시 알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는 1703년부터 시작된다. 

이 해에 표트르Ⅰ세는 네바 강변에 도시를 세웠고 10
년 후에 이 도시를 러시아의 수도로 만들었다. 네바 
강은 아주 긴 강은 아니다. 표트르Ⅰ세 시대에 몇 개
의 섬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약 40개의 섬이 있었다고 간주된다. 
바로 이 섬들 위에 표트르Ⅰ세는 도시를 세우기로 결
정했다. 새로운 수도에는 석조 건물과 궁전들이 건설
되었고 다른 도시들에는 목조 건물만이 세워졌다.

27. [출제의도] 전치사 용법 알기
식사 전에 손을 씻으세요!

① 때문에 ② 옆을 ④ 옆에 ⑤ 대신에



28. [출제의도] 부정 생격 이해하기
А: 누가 기숙사에 있었니?
Б: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집에 갔거든요.
кто는 3인칭 남성 단수 취급을 하고 부정 생격의 과
거는 не было를 사용한다.

29. [출제의도] 동사 현재형 알기
◦아침 식사로 당신은 블랙 커피를 마십니까?
◦가을 축제에서 학생들이 춤추고 있다.

30. [출제의도] 명사 격 변화 알기
a. 얼마나 멋진 이름들인가!
b. 마샤는 자신의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
c. 우리는 러시아어에 능통하다.(русским языком)
d. 나는 엄마에게 흰색 신발을 받았다.(белу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