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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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모음 약화 알기
강세 바로 앞의 모음 ‘о’는 [а]로 발음한다.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① [с]-[с] ② [ш]-[ш] ③ [п]-[п] ④ [в]-[х]  
⑤ [ф]-[ф] 

3. [출제의도] 명사의 철자 알기
우유 молоко, 치즈 сыр, 사과 яблоко

4. [출제의도] 명사의 의미 알기
А: 당신은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Б: 저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은요?
А: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① 서쪽 ② 지역 ③ 공기 ④ 궁전

5. [출제의도] 형용사의 의미 알기
А: ① 흰색 / ② 회색 / ③ 파란색 / ④ 노란색 원피스 좀 

봐! 나 저거 사고 싶은데.
Б: 그래, 아주 예쁘다. 그리고 네게 그 색이 잘 어울

리네. 
⑤ 소란스러운

6. [출제의도] 안부와 사과 응답 표현 이해하기
А: 소냐, 너 어떻게 지내니?
Б: 별일 없어, 고마워. 그런데 넌 어디 가니?
А: 전시회에 가고 있어. 나랑 같이 갈래?
Б: 미안해, 난 오늘 아주 바빠.
А: 괜찮아. 다음번에 같이 가자.
② 필요 없어 ③ 물론이야 ④ 천만에 ⑤ 약속했어

7. [출제의도] 요일 묻고 답하기
선생님: 우리는 어제 요일을 배웠어요. 질문에 대답

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면, 2일 
후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드레이: 일요일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① 수요일 ② 화요일 ③ 목요일 ④ 토요일

8. [출제의도] 동의 표현 이해하기
А: 너 연극 ‘이바노프’ 봤어?
Б: 응, 최근에 봤어.
А: 그래 어땠어? 마음에 들었어?
Б: 아니, 재미없었어.
А: 동의하지 않아. 내 생각에 ‘이바노프’는 매우 재

미있는 연극이야.
① 쉬워 ③ 잘 가 ④ 훌륭해 ⑤ 좋은 생각이야

9. [출제의도] 이유 묻고 답하기
А: 너는 왜 페스티벌에 참가하지 않았니?
Б: 왜냐하면 나는 아팠어.
① 반대야 ② 확신해 ④ 그럭저럭 ⑤ 매우 유감이다

10. [출제의도]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А: 이반, 너는 뭐가 되고 싶니?
Б: 아버지처럼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
② 너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니 ③ 넌 무엇을 추천
하니 ④ 너 누구와 얘기하고 있니 ⑤ 너의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11. [출제의도] 인물 소개 글 이해하기

나에게는 좋은 대학교 친구가 있다. 그의 이름은 미
하일이다. 우리는 문학 강의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진지하고 똑똑한 학생이다. 그는 한국사를 공부
하고 있고 한국어를 잘 한다. 여가 시간에 그는 한국
시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시를 읽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 번역도 한다.

12. [출제의도] 교통수단 묻고 답하기
А: 너희들은 호텔에 무엇을 타고 왔니?
Б: 알렉산드르가 기차역에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그

와 함께 자동차로 호텔에 왔어요.
① 너희들은 표를 몇 장 샀니 ② 기차 안에서 너희들
은 누구와 대화를 했니 ④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은 
호텔에 있을 거니 ⑤ 너희들은 언제 기차표를 샀니

13. [출제의도] 소개 표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손님이 계십니

다. 그의 이름은 올렉 시비린입니다. 올렉, 만나서 반
갑습니다!
① 당신을 이해합니다 ③ 안녕히 주무세요 ④ 맛있게 
드세요 ⑤ 자신의 물건들을 잊지 마세요

14. [출제의도] 시간 묻고 답하기
А: a. / c. 몇 시에 발레가 시작되니?
Б: 7시 반에.
А: 말하자면, 시작까지 30분 남았다는 거네.
b. 며칠에 d. 얼마 동안

15. [출제의도] 길 묻고 답하기
А:                   말해주시겠어요?
Б: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② 여기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③ 공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④ 박물관까
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⑤ 병원이 어디 있는지

16. [출제의도] 빈도 표현 이해하기
А: 요즘 전 산책을 자주해요.
Б: 당신은 얼마나 자주 산책하시나요?
А: 저녁마다요.
① 아침에요 ② 한 달 예정으로요 ③ 2월에요 ⑤ 작년
에요

17. [출제의도] 약속 표현 이해하기
А: 영화관에 가자.
Б: 좋아. b. 어떤 영화 보러 갈까?
А: 그곳에 가서 정하자, 영화관에서.
Б: a. 좋아.
А: c. 어디서 만날까?
Б: ‘푸시킨스카야’ 지하철역 옆에서.

18. [출제의도] 날씨 표현 이해하기
А: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Б: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더 좋아요. 지금 밖에는 비

가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은 없어요. TV에
서 내일은 맑고, 오늘보다 더 따뜻할 거라고 했어
요.

19. [출제의도] 전화 대화 표현 이해하기
А: 여보세요! 회사 ‘태양’인가요?
Б: 예, 말씀하세요.
А: 안톤 이바노비치씨 좀 바꿔주세요.
Б: b. / c. 누구시죠?
А: 파벨 페트로프입니다.
Б: 잠깐만요.
a. 무엇을 전해 드릴까요 d. 얼마예요

20. [출제의도] 축하 표현 이해하기
소중한 스베타!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구나.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곧 국제 여성의 날이야. 기념일 축하

해! 이 봄날에 너의 행복과 건강, 일에서의 성공을 기
원할게. … 사랑을 담아, 너의 친구 디마
① 환영합니다 ③ 기꺼이 ④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⑤ 깊은 존경을 담아

21. [출제의도] 추측 표현 이해하기
А: 정말 예쁜 발랄라이카구나!
Б: 너 이 발랄라이카가 얼마라고 생각해?
А: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주 비쌀 것 같아.
a. ~인 것 같아 b. 아마 c. 무료로 d. 조심해

22. [출제의도] 러시아의 자연환경 알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그것은 러

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으
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
은 이르쿠츠크에서 멀지 않습니다.
① 네바강 ② 바이칼호 ③ 시베리아 ④ 수즈달 ⑤ 우
랄산맥

23. [출제의도] 러시아 학사일정 알기
러시아 학생들은 일 년에 4번 쉰다. 첫 번째 방학은 

가을 방학이며 10월 말에 있다. 다음 방학은 겨울 방
학이며,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이다. 봄 방학은 3
월 마지막 주에 있다. 5월 말에는 가장 긴 방학인 여
름 방학이 시작된다. 여름 방학은 3개월 동안 이어진
다. 러시아 학생들은 방학을 어디에서 보낼까? 약 
50%의 학생들은 여름에 캠프를 떠나고, 약 30%의 학
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며 방학을 보낸다.

24. [출제의도] 러시아어의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А: 지금 나는 7번째 하늘에 있어. 오늘 최고 성적으

로 시험에 합격했어. 내일은 소치에 갈 거야.
Б: 멋지다! 좋은 여행 되렴!
①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② 얼마나 맑은 하늘인가!   
③ 나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④ 나는 항상 슬프다. 
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

25. [출제의도] 러시아인의 이름 알기
각각의 사람에게는 이름이 주어진다. 아이가 태어났

을 때 부모들은 보통 좋은 이름을 고르기 위해 오랫동
안 상의하곤 한다. 때때로 엄마와 아빠는 자신의 아이
에게 할머니나 삼촌과 같은 친척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 각각의 이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예
를 들면, 엘레나는 ‘밝은’, 이리나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6. [출제의도] 러시아의 음악가 알기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1840년에 보트킨스

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해서 집
에서 연주회를 자주 열었다. 이미 7살이었을 때 표트
르는 작곡을 시작했다. 1865년에 그는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졸업하고, 그 후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모스
크바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러
시아 민요를 활용했다. 그는 음악의 도움을 받아 청자
들 앞에 민중의 삶을 그려내었다.

27. [출제의도] 전치사 용법 알기
◦책상 위에는 램프가 걸려 있다.
◦그들은 서로 서로를 닮았다.
◦나는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28. [출제의도] 명사의 복수 생격 이해하기
А: 이것은 누구의 사진이니?
Б: 이것은 그녀의 b. 형제들의 / c. 이웃들의 / d. 아들

들의 사진이야.
a. сестра의 복수 생격은 сестёр이다.

29. [출제의도] 동사의 상 알기
매일 나는 8시에 (a) 일어난다. 그러나 내일은 수영

장에 가기 위해 6시에 (b) 일어날 것이다.
(a)에는 불완료상 동사 вставать의 1인칭 단수형인  



встаю가, (b)에는 완료상 동사 встать의 1인칭 단수
형인 встану가 들어가야 한다.

30. [출제의도] 다양한 어법 이해하기
a. 그녀는 딸에게 옷을 입힌다. (одевает)
b. 나타샤에게는 신발이 필요했다.
c. 나는 빅토르에게 너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d. 너는 입구 옆에 서 있는 아가씨를 알고 있니?
  (котора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