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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
[러시아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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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이제는 모스크바를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х]

① 안녕히 계세요! ② 이것은 부드러운 소파다. ③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다. ④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
간다. ⑤ 그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
① [в] ② [х] ③ [г] ④ [к] ⑤ [г]

2. [출제의도] 모음 약화 알기
내 언니는 화가다. [и]

① 이것은 내 교과서다. ②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③ 내일 바람이 불 것이다. ④ 그녀는 이미 대학생이
다. ⑤ 그녀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① [е] ② [е] ③ [е] ④ [е] ⑤ [и]

3. [출제의도] 어휘의 글자 알기
소중한 레나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공부는 어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다음 주에 우리는 시험이야. 그 이후에 여름 방
학이 시작돼.

사랑을 담아,
바냐가

учёба, порядке, следующей, экзамены, каникулы
① брюки ② сумка ③ шапка ④ кошка ⑤ вилка

4. [출제의도] 과목 관련 어휘 알기
А: 너는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니?
Б: 나는 러시아어와 화학을 좋아해.
① 꽃을 ② 채소를 ③ 도시들을 ④ 과일을

5. [출제의도] 동사의 의미 알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은?

① 마시는 ③ 배우는 ④ 말하는 ⑤ 도와주는
6. [출제의도] 소개 표현 이해하기

А: 안녕하세요! 빅토르 이바노비치 씨, 인사 나누세요! 
이 사람은 내 아내 나탈리야입니다.

Б: 당신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В: 저도요.
② 알고 지냅시다 ③ 행복하세요 ④ 서로 알고 지냅
시다 ⑤ 자신의 물건을 잊지 마세요

7. [출제의도] 출신지 표현 이해하기
А: 오늘 우리 반에 니나라는 새로운 학생이 왔어.
Б: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서 왔니?
А: 그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
② 그녀의 이름이 뭐야 ③ 그녀는 어디에 재학 중이
니 ④ 그녀는 무엇을 그리니 ⑤ 그녀의 직업은 뭐야

8. [출제의도] 길 찾기 표현 이해하기
А: 말씀해 주세요,                     ?
Б: 상점까지 직진하고, 그다음에 우회전하세요. 거기 

도착하면 그것이 보일 겁니다.
① 여기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② 우체국까지 어떻
게 가나요 ③ 약국까지 어떻게 가나요 ④ 호텔이 어
디에 있나요 ⑤ 학교에서 언제 만날까요

9. [출제의도] 교통수단 표현 알기

А: 소냐, 너 러시아 박물관 견학 갈 거니?
Б: 물론이지. 그런데 너는?
А: 나도 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타

고 가는 거야?
Б: 버스 타고.
① 아침 일찍 ③ 광장에서 ④ 2시간 후에 ⑤ 지하철
역 근처에서

10. [출제의도] 날짜 표현 알기
А: 율랴, 오늘은 몇 월 며칠이지?
Б: 1월 14일이야.
① 지금이 몇 년도지 ② 무슨 요일이야 ④ 오늘 날
씨가 어때 ⑤ 네 생일은 언제야

11. [출제의도] 환영 표현 이해하기
А: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환영합니다!
Б: 안녕하세요!
А: 비행은 어떠셨는지요?
Б: 아주 좋았어요.
② 안녕히 가세요 ③ 약속한 거예요 ④ 안녕히 주무
세요 ⑤ 행복한 여행 되세요

12. [출제의도] 금지 표현하기
길을 건널 땐, 자신의 전화기를 보면 안 된다.

①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된다 ② 수업에 갈 필요가 
없다 ③ 당신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⑤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13. [출제의도] 인물 묘사하기
안톤 세르게이
25세 30세

174cm 180cm
a. 안톤은 세르게이보다 키가 크다. b. 세르게이는 안
톤보다 키가 작다. c. 안톤은 세르게이보다 어리다. 
d. 세르게이는 안톤보다 나이가 많다.

14. [출제의도] 빈도 표현 이해하기
А: 당신은 얼마나 자주 수영장에 다니시나요?
Б: 매주 토요일마다 가요.
① 누구와 함께 ② 얼마 동안 ④ 몇 시에 ⑤ 며칠 
예정으로

15. [출제의도] 추측 표현하기
А: 지금 볼쇼이 극장에서 무슨 공연이 상연되고 있어?
Б:         ,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인 것 같아.
А: 그래? 나는 그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
① 동의해 ② 내 생각에 ③ 아마도 ④ 내 생각에 ⑤ 
아마도

16. [출제의도] 대화 순서 배열하기
А: 안녕, 미샤! 너 오늘 시간 있니?
Б: 응. 그런데 무슨 일이야?
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 다 모일 거

야. c. 6시에 우리 집에 놀러 와.
Б: b. 기꺼이, 갈게.
А: 올 때 케이크 좀 사 오렴.
Б: a. 알았어, 사 갈게.

17. [출제의도] 물건 구매하기
А: 저는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요.
Б: 당신의 치수는 어떻게 되나요?
А: 40호예요.
Б: 여기 있습니다.
А: 신발이 저에게 크네요. 39호로 주세요.
① 이것은 누구의 신발이에요 ② 그것은 어떤 색깔
인가요 ③ 그것은 얼마예요 ⑤ 누구에게 새 신발이 
있나요

18. [출제의도] 사과 표현 알기
А: 늦어서 미안해. 도로에 차가 많았어.
Б: 괜찮아. 나도 이제 막 도착했어.

② 천만에요 ③ 잘했어 ④ 그럭저럭 ⑤ 멋지다
19. [출제의도] 전화 표현 이해하기

А: 여보세요! 유라입니다. 이반 좀 부탁합니다.
Б: 여기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a. 이반, 잠깐만! b. 이반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c. 
이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d. 이반 좀 바꿔주세요.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가을은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그녀는 가

을에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원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안나는 가끔 공원 사진을 찍는다. 
사샤는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어서 여름을 좋아한다. 
그는 또 여름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21. [출제의도] 장래 희망 표현하기
А: 당신은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Б: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①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② 당신은 어제 어
디에 있었나요 ④ 당신은 낮에 뭐 하시나요 ⑤ 당신
은 몸 상태가 어떤가요

22. [출제의도] 러시아 명절 알기
마슬레니차는 즐거운 러시아 명절 중 하나이다. 일

주일 내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마슬레니차 날짜는 매해 바뀐다. 내년, 2022년에는 마
슬레니차 주간이 2월 28일에 시작해 3월 6일에 끝난
다. 명절 기간에는 블린을 먹는다. 이 음식은 태양의 
상징이다.

23. [출제의도] 러시아 지리 이해하기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볼가강은 러시

아에서 ‘어머니 강’이라고 부른다. 볼가강은 러시아 역
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역사 초기에 볼
가강은 주요 무역로였다. 이미 8세기에 다양한 나라에
서 온 민족들이 카스피해 근처의 볼가강 변에서 만났다.

24. [출제의도] 러시아 작가 알기
А: 당신은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나요?
Б: 네. 저는 톨스토이를 좋아합니다.
А: 그는 어떤 장편 소설들을 집필했나요?
Б: 그는 뛰어난 장편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특히 «안나 카레니나»가 마음에 들어요.
① 체호프를 ② 고골을 ③ 푸시킨을 ⑤ 투르게네프를

25. [출제의도] 러시아 속담 활용하기
А: 민수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런데 너 어디 

가니?
Б: 도서관에요. 숙제가 많아요. 12시쯤에 집에 올게요.
А: 저녁 10시까지 와라!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야.

Б: 네, 알았어요, 엄마.
①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③ 평생을 배워라 ④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⑤ 집이 최고다

26. [출제의도] 러시아 도시 알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북부 수도다. 이 도시

는 러시아 북서쪽에 위치한다. 인구수는 러시아에서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야는 북부 수도의 상징이다. 이 기간에 상트페테
르부르크에서는 많은 축제가 열린다. 그중 하나가 ‘붉
은 돛’ 축제다. 이것은 11학년 학생들의 축제다. 졸업
생들과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주민들
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보러 온다.

27. [출제의도] 형용사 변화 이해하기
공지

모두를 위한 유익한 강좌
중국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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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매주 수요일 강의실 10호에서 합니다.
28. [출제의도] 소유 표현 알기

А: 타냐, 이것이 누구의 사과인지 알고 있니?
Б: 응, 알아. 그것은 내 오빠의 사과야.
А: 그러면 오렌지는?
Б: 그것은 내 오렌지야.

29. [출제의도] 전치사 용법 이해하기
◦그는 의사에게 가 봐야 합니다.
◦그림은 창문과 문 사이에 걸려 있다.
◦저에게 설탕을 뺀 커피를 주세요.

30. [출제의도] 동사의 격 지배 이해하기
a.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успех → успеха 또는 успехов)
b. 그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c. 그는 누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했습니까?
d. 막심은 문학에 관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