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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동일한 자음 이해하기
O 이것이 창문이다.
O 우리는 다마스쿠스에 산다.

ش

정답 해설: 두 문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③번

이다.
정답

③
2. 모음 배열 이해하기
A: 그는 누구인가요?
B: 그는 내 친구 살림입니다.
① 달걀
정답 해설:

ٌتَا ِجر

② 무역상

( َسالٌِمsa:limun)의

③ 개울, 일정표

⑤ 상자

모음 배열은 /a:–i–u/이다. 이와 같은 모음 배열은 ②번

(ta:jirun)이다.

정답 ②

3. 어휘 파악하기
정답 해설: 주어진 어휘

ٌر

④ 책임자, 사장

َبَق ٌر

(암소),

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ش َج ٌر

(나무),

ار
ٌ ِخ َي

(오이)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정답 ①
4. 적정 어휘 파악하기
A :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B : 나는
① 물

을 마시고 싶어.
② 차

③ 사진

④ 커피

⑤ 우유

정답 해설: ‘마시다’ 동사에 사용되지 않는 어휘는 ③번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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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개념 어휘 이해하기
A : 너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니?
B : 나는

좋아해.
<보기>
(a) 연필을

(b) 가을을

(c) 봄을

(d) 포크를

정답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b), (c)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6~9] 문법
6.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 이해하기
A : 그 학교가 너의 집

가깝니?

B : 그래 가까워.
① ~에

② ~에서, 부터(장소)

④ ~을 제외하고

⑤ 그러나

정답 해설:

يب
ٌ ‘(َق ِر가깝다’)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는

③ ~부터(시간)

ٌ  ِم이므로
ن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7. 미완료 동사 단축형 이해하기
A : 너 자동차 전시회에 갔었니?
B : 아니, 아직 거기에

않았어.

① 내가 갔다

② 네(남)가 갔다

④ 내가 간다(접속법)

⑤ 내가 간다(단축형)

정답 해설: 과거 시제 부정에는

َلٌم

③ 내가 간다(직설법)

+ 미완료형 동사 단축형이 사용되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8. 보조동사

س
َ َ َلْي의

서술어 격 형태 이해하기

A : 당신(여)은 이집트인입니까?
B : 아니오, 저는

이 아닙니다. 저는 수단인입니다.

① 이집트인(남성형 주격)

② 이집트인(남성형 목적격)

③ 이집트인(여성형 주격)

④ 이집트인(여성형 목적격)

⑤ 이집트인(여성형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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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보조동사

س
ٌ َ َلي의

서술어는 목적격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9. 문법 오류 파악하기
수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a) 3년 동안 아랍어를 공부했고, 오만으로 여행을
가서, (c) 그녀의 아랍인 친구(여)들과 (b) 대부분의 관광지를 방문했다.
정답 해설: (a) ‘3년 동안’에서 뒤에 연결된
숫자에는 타마르부따가 있는

ٌثَ ََلثَة

ٌأَع َوام의

단수형이

ٌ( َعٌام남성형)이므로

앞의

(숫자 3)이 사용되어야 바른 표현이다. (b)의

‘대부분의 장소’는 ‘대부분’ 뒤에 복수 소유격 명사가 왔으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c)
‘그녀의 아랍인 여자 친구들(소유격)’에서는 피수식어인 ‘그녀의 여자친구들’이 여성형
복수인데, 수식어

َّة
ٌِ ال َع َربِي는

여성형 단수이므로 잘못이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 수,

격, 한정상태에 일치되어야 하므로

ت
ِ صدِيقَاتِ َها ْالعَ َربِيَّا
َ 가

올바른 표현이다. 올바른

표현이 (b)뿐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0~25] 의사소통 기능
10. 인사 이해하기
A : 아미라야,

.

B : 마르얌아, 좋은(밝은) 아침(이다).
① 안녕히 (가)

② (다시) 만날 때까지

③ 복된 아침(이다)

④ 좋은(행복한) 기회(였습니다) 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 평화가 함께 하기를
정답 해설: 인사말에 답한 사람이

ٌاح
َ ص َب
َ

(아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인사를 건넨

사람도 같은 말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1.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 너(여)는 보통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B : 나는 음식을 요리해, 너는?
A : 나는 클럽에서 수영해.
정답 해설: 대화 내용은 취미 활동에 관한 것이니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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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화의 바른 순서 파악하기
A : 어서 오세요,

?

B : 달러를 쿠웨이트 디나르로 바꾸고 싶습니다.
A:

?

B:

.

A : 잠깐만요.
<보기>
(a)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어떤 서비스를)
(b) 100 달러
(c) 몇 달러를 갖고 계신가요
정답 해설: 환전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의 바른 배열은 (a)-(c)-(b)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3.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우리 오후에 축구할까?
B:

. 내게 다른 약속이 있어.

① 미안해

② 그는 친절하다

③ 이것은 (값이) 싸다

④ 그것(여)은 작다

⑤ 이것은 크다(그 여자는 나이가 많다)

정답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미안하다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4. 글의 내용 파악하기
내 이름은 칼리드다. 내 나이는 37세이다. 나에게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산다.
정답 해설: 글에 언급된 내용은 (a) 가족, (b) 나이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5.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 리야드에서 오는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니?
B : 1시간 후에.
A : 지금 몇 시니?
B : 4시야.
정답 해설: 비행기 도착 시각이 5시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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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네 셔츠 새 거니?
B : 그래, 어제 샀어. 어때?
A : 예뻐.

.

① 그 남자는 관대하다

② 그 노동자는 활기 있다

④ 하늘이 맑다

⑤ 그것이 너에게 어울린다

③ 그 학생은 (키가) 작다

정답 해설: 옷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7.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 오늘 라바트 날씨 어떠니?
B : 날씨가 해가 나. 암만의 날씨는 어떠니?
A : 오늘 비 와.
정답 해설: 암만은 비가 오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8.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 어서 오세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B : 바나나를 사고 싶습니다. 킬로에 얼마인가요?
A : 20 주나이흐(파운드)입니다.
B : 반 킬로 주세요.
정답 해설: 20 주나이흐의 절반이므로 10 주나이흐, ①번이 정답이다.
정답 ①
19. 묘사 표현 이해하기
A : 파리드는 무엇을 하고 있니?
B : 그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어.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파리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림에서 (a)이기에
①번이 정답이다.
정답 ①
20. 동의 표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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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마드 : 사미르야, 내가 너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미르

: 그럼,

.

아흐마드 : 매우 고마워(천번 감사해)
<보 기>
(a) 천만에

(b) 사용해

(c) 기꺼이

(d) 동의하지 않아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사미르가 전화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기에
빈칸에는 동의의 표현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1. 영화제 안내문 이해하기
레바논 영화제
서울에 있는 레바논 대사관이 여러분을 레바논 영화제로 초대합니다.
2021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저녁 7시
“한국” 영화관에서 있습니다.
정답 해설: 영화제 안내문에는 관람료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22. 양해 표현 이해하기
민기 :

, 동물원이 어디입니까?

경찰 : “기자” 광장에 있습니다. 곧장 가세요
① 당연히

② 훌륭해

③ 확실히

④ 실례합니다

⑤ 좋은 생각이야

정답 해설: 길을 물을 때 사용하는 양해 표현은 ④번이다.
정답 ④
[23-24]
카리마 : 사라야,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주희야.
사라

: 반가워, 주희야.

주희

: 반가워, 나는 한국 출신이야. 너는?

사라

: 나는 튀니지 출신이야. 너를 만나서 기쁘구나.

주희

: 나도 너를 만나서 기뻐.

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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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 나는 교사이고, 에미리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

23. 직업 관련 표현 이해하기
① 너(여)는 어디에 있었니

② 너(여)에게 무슨 일이 있니

③ 너(여)의 직업은 무엇이니

④ 그렇지 않니

⑤ 너(여)는 어디 출신이니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4. 대화내용 이해하기
정답 해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①번이 정답이다.
정답 ①
25. 전화 통화 표현 이해하기
직원

: 여보세요, 여기는 아랍어과 입니다.

라일라 : 지금 파티마 교수님 계신가요?
직원

: 아니요. 그녀는 회의 중입니다.
?

라일라 : 알겠습니다.
① 이것이 무겁습니다

② 가격이 비쌉니다

③ 이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④ 거리가 넓습니다

⑤ 잠시 후에 연락하십시오.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잠시 후에 연락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알맞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6~30] 문화
26. 할랄 음식 이해하기
지훈 : 교수님, 무슬림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교수 : 무슬림은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되는 양과 닭 같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
그리고 돼지고기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 때문이야.
① 서체

② 하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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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카트(희사)

④ 예배

⑤ 샤하다(신앙고백)

정답 해설: 샤리아의 하람(금지) 규범에 따라 무슬림은 돼지고기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27. 이슬람식 인사 표현 이해하기
아랍 무슬림들은 미래에 있을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한다. 또한 결혼 또는 성공에 대한 기원과 축하를 위해 “알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라고 말한다.
윤수

: 유수프야, 나 수학 시험에 합격했어.

유수프 : 잘했어,

.

① 알라의 이름으로

② 알라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③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④ 알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⑤ 매년 잘 지내시기를
정답 해설: 유수프가 시험에 합격했기에 빈칸에는 상대방의 성공에 대한 축하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8. 아랍 도시(바그다드) 이해하기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이다. 그것은 압바스 왕조의 수도이었으며 “평화의
도시”로 알려졌고, 오래된 유적으로 유명했으며 그 중에는 “알쿨라파”사원이 있다.
바그다드는 아랍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다.
정답 해설: 바그다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29. 아랍 인명 이해하기
아랍 이름들 중에는 “압둘라” 와 “무함마드” 같은 몇몇 이슬람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암마르 알수리”처럼 가문의 기원을 나타내는 일부 이슬람 이름들이
있으며,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가문이 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
정답 해설: 글의 내용은 아랍 인명에 관한 것으로 ④번이 정답이다.

30. 아랍 인물(마이 지야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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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마이 지야다는 유명한 아랍 여류 작가이다. 그녀는 1886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같은 많은
외국어를 구사하였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사막의 탐색자” 책이
있다. 그녀는 1941년 카이로에서 사망했다.
정답 해설: 마이 지야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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