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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비 07년 6월 모의고사 해설집

EBS i 수능 모의고사 (제2외국어 : 러시아어)  
● 러시아어 Ⅰ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② ③ ⑤ ⑤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① ② ⑤ ② ⑤ ⑤ ③ ①

문항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④ ④ ⑤ ③ ④ ① ④ ② ③ ③

1. [출제의도] 발음규칙: 모음 о의 발음규칙을 묻는 문제

[해설] 모음 ‘о’의 발음규칙
* 강세가 있을 때: 본래 음가[о]  * 강세가 없을 때는 약화된다: 
- 강세 바로 앞이나, 단어 처음에 오는 경우: [a]
- 강세 앞 앞이나 강세 뒤에 오는 대부분의 경우: [ə]
④ окно의 경우 마지막 모음 о에 강세가 있다. 처음의 о는 [a]로 발음된다. 나머지 단
어들의 밑줄친 모음들은 모두 강세를 가지는 о이다. 따라서 발음은 [о]. 그러므로 정답

은 ④ окно 
번역:

① 집 ② 밤(夜 ) ③ 책상 ④ 창문 ⑤ 매우

2. [출제의도] 발음규칙: 자음 ч의 발음

[해설] ч는 что에서는 본래의 발음이 아닌 ш[š]로 발음된다. 나머지의 경우는 대부분

본래 발음인 ч[č]로 발음된다. 보기의 Чья에서 ч는 [č]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발음은 ②번의 Что. 
번역:
А: 이거 누구 책이지?
Б: 그거 내거야.
① 괜찮아요.  ② 이게 뭐지?  ③ 이것은 내 펜이다.  ④ 나는 잡지를 읽고 있다. ⑤
나는 고등학생이다.
 3. [출제의도] 철자 문제
[해설] 위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о는 강세유무에 따라 [о], 혹은 [a], [ə]로 발음된다. 
그런데, хорошо의 경우 발음규칙에 따라 발음을 하다보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모음

о가 [ə][a]로 발음되어, 실제 철자가 Харашо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③번 Харашо이다.

번역: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축구와 발레를 좋아 한다. 러시아어를 잘 한다. 전화번호는 

123-45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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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의도] 어휘 문제
[해설] 왼편 보기로 보아 각 낱말들을 의미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문제의 낱말들은 작가, 의사, 선생님, 통역사 등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정답은 ⑤번 직업이다. 
번역: 
① 스포츠 ② 도시 ③ 국가(나라)  ④ 나무 ⑤ 직업

5. [출제의도] 어휘문제
[해설] 지하철 метро와 관련된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선택지에서 지하철과 가장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는 ‘역’이다. 정답은 ⑤번.
번역: 
А: 지하철 역이 어디 있지요?
Б: 극장 주변에 있어요.
① 공원 ② 장소 ③ 중심(시내)  ④ 건물 ⑤ 역

 
6. [출제의도] 어휘문제
[해설] 반의어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주어진 어휘는 ‘오랜’과 ‘새로운/新’의 의미를 갖는 상호 반의관계를 나타낸다.
선택지 중 이러한 반의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어휘그룹은 ②번 ‘무거운-어려운’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번역:
① 가까운-먼 ② 무거운-어려운 ③ 값싼-값비싼 ④ 짧은-긴 ⑤ 작은-큰

7.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명사 조격을 요구하는 동사의 활용문제이다.
동사 стать(~가 되었다), быть(~이었다), интересоваться(~에 흥미를 갖다), 
заниматься(~을 공부하다) 등은 모두 조격을 직접보어로 요구한다. 그러나 동사

познакомиться(~와 인사하다)는 전치사 ‘с + 조격’을 보어로 취한다. 정답은 ④번이다.
번역:
① 그는 사업가(비즈니스맨)가 되었다. ② 우리 아버지는 외교관이셨다.
③ 나는 수학에 관심이 있다. ④ 그는 유명한 엔지니어와 인사했다.(전치사 с가

필요함) ⑤ 한가할 때 나는 음악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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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전치사 활용문제이다.
-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 행정구역(국가, 도시, 농촌 등)에는 전치사 в.
- 게임(운동경기)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в(играть в + 운동명칭 대격).
- ‘악기를 연주하다’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на(играть на + 악기명칭 전치격). 
번역: 
나는 안톤 이바노비치이다. 나는 러시아어 교수이다. 나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 
나는 테니스를 치고,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 한다.
순서대로 필요한 전치사는 в - в - на.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9.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을 의미하는 양상 술어 можно는 동사 원형을 요

구하며, 의미상의 주어로 여격을 사용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번역:
А: 아휴 더워. 창문 열어도 되나요? 
Б: 예, 됩니다.
① 열 것이다(3인칭 단수미래) ② 열 것이다(3인칭 복수미래) ③ 열다(원형) ④ 열

것이다(2인칭 복수미래)⑤ 열 것이다(2인칭 단수미래)

10.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быть(~이다, ~가 있다)동사를 활용한 미래시제 표현 문제이다. 
быть : буду будешь   будет   будем   будете  будут

대화문에서 모레의 날씨를 말하기 때문에 날씨(погода)에 해당하는 술어는 3인칭 단
수 미래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번역:
오늘은 해가 떴다. 모레도 맑은 날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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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제의도] 문법문제
[해설] 소유대명사 문제
소유대명사 1인칭 복수 형태:
러시아어의 소유대명사는 소유대상물의 성, 수, 격과 일치한다.
우리 집 наш дом; 우리 아파트 наша квартира; 우리 창문 наше окно; 
우리 친구들 наши друзья

정답은 ②번이다.
번역:
자 여기 학교가 있다. 여기는 우리 교실이다. 여기 사진, TV, 컴퓨터가 있다.
① 우리(들)를: 인칭대명사 1인칭 복수대격/생격
② 우리들의: 1인칭 남성 복수 주격 소유대명사
③ 우리들의: 1인칭 여성 복수 주격 소유대명사
④ 우리들의: 1인칭 중성 복수 주격 소유대명사
⑤ 우리들의: 1인칭 복수 주격 소유대명사
 
12.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안부인사 관련 주제의 대화문이다. 
안부 인사를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
Привет! Как дела! Здравствуй(-те) 등이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번역:
А: 소라 안녕? 어떻게 지내니?
Б: 고마워. 아주 좋아. 너는?
А: 나도 좋아.
 
13.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그림에 대한 설명문이다. 
그림에는 한 여성이 책을 읽고 있다.
정답은 ①번이다.
번역:
① 한 여성이 책을 읽고 있다.
② 한 여성이 저녁을 짓고 있다.
③ 한 여성이 음악을 듣고 있다.
④ 한 여성이 친구와 춤을 추고 있다.
⑤ 한 여성이 TV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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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대화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초대와 관련한 문제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번역:
А: 사샤, 나에게 발레 “지젤” 표 두장 있거든. 볼쇼이극장에 너 초대하고 싶은데.
Б: 고마워. 기꺼이 가지.

15.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장소와 시간을 묻는 표현 문제이다. 
물을 때: 답할 때:
- 장소: 의문부사 Где? - 장소: 건물: в + 전치격
- 시간: 의문부사 Когда? - 시간: в + 대격
정답은 ⑤번이다.
번역: 
А: 우리 어디서 언제 볼까? 
Б: 극장 안에서 두시에 만나자.
① 극장으로 들어가자. ② 두 시에 일어나자.
③ 극장 안으로 나가자. ④ 두시에 극장으로 돌아오자

⑤ 두 시에 극장 안에서 만나자.

16.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요일을 묻는 문제이다.
- 요일 묻기: Какой день недели?
* 요일: 월: понедельник, 화: вторник, 수: среда, 목: четверг, 금: пятница, 토: 
суббота, 일: воскресенье

- 날짜 묻기: Какое число?
* 날짜: 1일: первое, 2일: второе, 3일: третье ....등 순서수사 중성으로 답한다.
- 계절 묻기:  Какое время? 
* 계절: 봄: весна, 여름: лето,  가을: осень, 겨울: зима

번역: 
А: 오늘 무슨 요일이지?
Б: 수요일이야.
① 6월     ② 수요일     ③ 봄 ④ 3시      ⑤ 5월 1일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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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축하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 축하표현: Поздравляю кого(대격) { с чем(조격)}
번역: 
А: 뭐 새로운 소식 있니?
Б: 너 아직 모르니? 나 새 차 샀잖아(새 차 샀어).
А: 축하해.
① ~하고 싶어. ② ~라고 생각해. ③ ~를 기원해.
④ ~해라(조언하다) ⑤ 축하해.
정답은 ⑤번이다. 

18.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문장 독해 문제이다.
번역:  
지금 우리 집에는 러시아에서 손님들이 와 있다. 그들은 러시아 학생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라라와 유라이다. 나는 그들을 만나서(만나는 게) 매우 기쁘다. 저녁때 우리는
함께 공원에 산책하러 갈 예정이다.
정답은 문장 내용과 다른 것, 즉 ⑤번이다. 

19.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충고 관련 문제이다. 
- 충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 Надо( ~할 필요가 있다: Нужно, Необходимо) + 동사원형
- 이 때 의미상 주어는 여격이다.
번역:
А: 기분(몸)이 어떠니?
Б: 안 좋아. 잠을 많이 못 잤어.
А: 아마도 넌 쉬어야겠다.
① 쓰다 ② 듣다(들리다) ③ 쉬다

④ 말하다 ⑤ 일어나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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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헤어지면서, 혹은 전화를 끊을 때 사용하는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 
До свидания! Пока! До скорого! До встречи! Счастливо! 
(Желаю Вам/тебе) всего хорошего! 등
번역: 
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리나 세르게예브나 좀 바꿔주세요.
Б: 휴가 중인데요. 1주일 후에 전화하세요.
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① 안녕!(만나면서 하는 인사) ② 안녕히 계세요 ③ 안녕히 계세요

④ 안녕히 계세요 ⑤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즉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허용’에 대한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 허용에 대한 표현은 можно (+동사원형)
번역:
А: 사샤, 너 언제 상점에 갈 거니?
Б: 점심 후에.
А: 너랑 같이 가도 돼?
Б: 물론, 그래도 돼.
① 안 됐네(유감이네) ② 중요해 ③ 시끄러워

④ 돼(괜찮아) ⑤ 추워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사과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 사과표현: Извините ; Извиняюсь(перед кем за что)
번역:
선생님: 세료좌! 너 또 수업에 늦었구나.
세료좌: 죄송합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① 자 ~ 하자 ② 고마워요 ③ 잘했어요

④ 죄송합니다(용서하세요) ⑤ 약속했어요!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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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 이유를 나타낼 때: 왜? Почему?
- 원인을 나타낼 때: 왜냐하면 ~ Потому что ~
번역:
А: 어제 왜 의사한테 갔었죠?
Б: 왜냐하면 감기에 심하게 걸렸거든요.
А: 그래 의사가 뭐래요?
Б: 밖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 안 된다네요. 
① 다음에 ② 거의 ③ 늦게

④ 그래서 ⑤ 왜냐하면

정답은 ⑤번이다.

24.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유감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 유감표현: Жаль! Очень жаль! Как жаль! К сожалению, ~
번역:
А: 레나, 너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니?
Б: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왜?
А: 너랑 함께 영화관에 가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대.
Б: 아이구 저런!
① 덥다 ② 맛있다 ③ 아이구 저런

④ 제발 ⑤ 좋았어

25.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감사표현에 대한 대응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 감사표현: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кому за что)! Благодарю кого за что!
- 대응표현: Пожалуйста! Не за что!
번역: 
А: 신문 좀 주세요. 
Б: 자, 여기 있습니다. 
А: 대단히 감사합니다. 
Б:  천만에요.
① ~할 때이다  ② 가능하다  ③ 동의합니다

④ 천만에요   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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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사물의 위치를 묻는 문제이다. 
*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 왼편에 слева,  오른편에 справа, 주변에 около чего, 옆에 у кого, 밑에 под чем, 
위에 над чем, 앞에 перед чем, 뒤에 за чем

번역: 
А: 컵 왼 편에 뭐가 있지? 
Б: 펜.
А: 그럼 오른 편에는? 
Б: 시계
① 시계 ② 지도  ③ 라디오

④ 편지 ⑤ 사전

정답은 ①번이다.

27. [출제의도] 의사소통 구문

[해설] ‘좋아하다’는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 좋아하다는 표현: ‘любить что(кого)’, ‘любить + инф.’, ‘кому + нравится + что’
번역:
А:  차나 커피 중 뭐 드시겠어요?
Б:  차 주세요. 난 커피는 안 좋아해요. 그럼 당신은 커피 좋아하세요?
А:  예. 커피 좋아해요.
① 따뜻하다 ② 지루하다 ③ 편리하다

④ 맘에 들다(좋아하다) ⑤ 시작하다
정답은 ④번이다.

28. [출제의도] 역사인물
[해설] 러시아 우주비행사 가가린에 대한 문제이다. 
번역: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은 우주 비행을 했다. 그는 그곳에 그리 오래지 않은

단지 108분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그 큰 우주 공간에 온 첫 번째 인간이 되었다.
①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 ② 유리 가가린 ③ 톨스토이: 작가
④ 고르바쵸프: 소련 초대 대통령 ⑤ 차이코프스키: 작곡가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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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제의도]  지리문화
[해설]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흑해와 러시아인들의 주식 중 하나인 흑빵과 관련한

색상에 대한 문제이다. 
번역:
˚ 여름에 우리는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흑해에 다녀왔다.
˚ 러시아인들은 거의 매일 흑빵을 먹는다.
정답은 ③번이다.

30. [출제의도] 음식문화
[해설] 러시아 식사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주요리를 먹기 전에 수프나 샐러드, 빵, 
간단한 음료를 먹고, 주 요리를 먹는다. 러시아어로는 제1요리: Первое блюдо, 제2 
요리 Второе блюдо라 한다. 그리고 식후에는 디저트(Десерт)를 든다.
번역:
А: 제1요리로 뭘 권해주시겠어요? 
Б: 수프를 권해드릴게요.
А: 두 번째 요리로는요? 
Б: 육류와 생선이 있어요.
① 귀여운 ② 가벼운 ③ 두 번째

④ 강한 ⑤ 한가한

정답은 ③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