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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모음의 발음 규칙을 이해한다.
(a) хорошо[о] (b) по-русски[а] (c) плохо[о] (d) хочу[а] (e) 
говорить[а]로 발음된다.

2. [출제의도]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들의 철자를 이해한다.
자동차: машина, 아이스크림: мороженое, 박물관 : музей

3.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규칙 중 유성음화 현상을 이해한다.
④ сделал [з]로 발음된다. (유성음화 현상)
① 매우 고맙습니다. ②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③ 설탕을 주세요.
④ 나는 숙제를 다 했어요. ⑤ 그의 누나는 대학교에 다닙니다.
[오답풀이] ① спасибо[с] ② страна[с] ③ сахар[с] ⑤ сестра[с]

4. [출제의도] 그림에 나오는 어휘를 이해한다.
5. [출제의도]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를 이해한다.

◦당신에게 한국 지도가 있어요? ◦ 먹고 싶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오답풀이] ② 바로 ③ 많이 ④ 반대편에 ⑤ 오른쪽으로

6. [출제의도] 낱말 맞추기를 통해 가로로 만들어지는 낱말을 안다.
세로: шапка, ручка, голова, семья, картина, утро, метро, театр
가로에서 만들어지는 단어: культура 문화

7. [출제의도] 동사 нравиться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격이 됨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① 주격 ② 소유격, 목적격 ④ 소유대명사 ⑤ 도구격

8. [출제의도] 명사의 격변화 어미 활용을 이해한다.
② не будет 이므로 уроки → урока 또는 уроков

9. [출제의도]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를 이해한다.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10. [출제의도]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쓰임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① 책상 쪽으로 ② 책상 옆에 ③ 책상 위에 ⑤ 책상 위에

11. [출제의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성·수 일치를 이해한다.
12. [출제의도]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① 몇 시입니까? ② 그가 어디로 갑니까? ③ 얼마를 드
리면 됩니까? ⑤ 당신의 성(姓)이 무엇입니까?

13. [출제의도] 날짜를 묻는 표현을 이해한다.
14. [출제의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순서대로 배열한다.

А: 빈 택시입니까?     Б: 예. 타세요. 어디 가시겠어요?
А: 키예프 기차역이요.  Б: 출발합니다.

15. [출제의도] 축하할 때 쓰이는 표현을 이해한다.
16. [출제의도] 안내판을 보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파악한다.

1층 과일과 야채, 2층 식료품, 3층 가구, 4층 기념품, 5층 레스토랑
А: 아가씨, 뭐가 필요하세요?
Б: 사과 좀 사려구요.
А: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드세요?
Б: 예. 이거 주세요.

17. [출제의도] 칭찬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① 맛있구나!

18. [출제의도] 직업을 묻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빅토르,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너 알고 있니?
Б: 교사야. 문학을 가르쳐.
[오답풀이] ① 그녀는 누구를 사랑하니? ② 그녀는 어디에서 태어났니? 
③ 그녀는 어디 출신이니? ④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19. [출제의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파악한다.
А: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리시나요?  Б: 아니오. 다음 정거장에 내

려요.  А: 그러면 지나가도 될까요?  Б: 예. 그러세요.

20. [출제의도] 제안을 수락하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가을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 함께 산책하자.
Б: 좋아. 기꺼이.
[오답풀이] ① 할 수 없어. ② 그럴 필요 없어. ③ 안 돼. 
④ 유감스럽지만

21. [출제의도]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약속 시간을 파악한다.
А: 지금 11시 30분이야. 30분 후에 같이 점심 먹자.
Б: 좋아. 식당에서 만나자.

22. [출제의도]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실례지만, 이 넥타이 좀 봐도 될까요?  Б: 어떤 넥타이요? 이거요? 
А: 예. 꽃무늬가 있는 초록색이요.
[오답풀이] ① 아무도 ③ 따뜻하다 ④ 왼쪽으로 ⑤ 천만에요.

23. [출제의도]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Б: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답풀이] ① 3월 ② 봄 ③ 저녁 ④ 동쪽

24.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А: 너 무슨 일 있니?  Б: 몸이 안 좋아. 열이 많이 나고 몸 전체가 

아파.  Б: 그러면 약을 먹어야 해.
[오답풀이] ① 누구세요? ② 직업이 뭐죠? ④ 무엇에 관심이 있어
요? ⑤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만날까요?

25. [출제의도]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디마야, 너 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Б: 내 생각에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
[오답풀이]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그러면 ③ 왜냐하면 ④ 마침내

26. [출제의도]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러시아 어 표현 고르기.
А: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Б: 그들은 운동하고 있어요.
[오답풀이] 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어요. ②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④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어요. ⑤ 상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27. [출제의도]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А: 어머, 레나야! 승강기가 고장 났어.  
Б: 이런(유감이네)! 우리 어떻게 하지?  
А: 걸어서 올라가야겠다.

28.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러시아 속담 파악하기.
А: 베라야,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말해 볼래?  Б: 삶에서 중

요한 건 친구라고 생각해. ‘100루블을 갖지 말고 100명의 친구
들을 가져라’는 말도 있잖아.

29. [출제의도] 러시아인의 이름과 그 애칭을 이해한다.
 ④ Наталья의 애칭은 Наташа

30. [출제의도] 러시아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이름 파악하기.
「외투」를 쓴 러시아 작가는 고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