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어 (9면 중 1 면)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문항의 배점이 1.5점과 2.5점인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2점입니다. 

○ 문항 번호와 답지 번호의 표기가 아랍어 방식과 다르니 유의하시오. 

○ 각 문항의 정답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시하시오. 

 

1.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아랍어 Ⅰ)에서는 언어 기능, 

문화, 태도로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문화 항목

의 목표가 아닌 것은? 
 

①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0����� 1� 2���� ����* �������	 �# �/�
������� �$%�� �(%�&.  

⑤ ��3��3�� ��!����� 1� 0"������ 45��+�� �%&+�� ��&��
��!��&�)�� ��6� ��+���&��� ��#��&7)�� 1� �������� !����.

 

 

2.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 

분류에서 <보기 1>과 <보기 2>의 예시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5점] 
 

 

 

 

 

   

    <보기 1>     <보기 2> 

①    양해          요청 

②    추측          권유 

③    명령          가능 

④    요청          소망 

⑤    생각          확신 

 

3.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 다음 대화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① 감사 ② 초대 ③ 격려 ④ 안부 ⑤ 가능성 
 

 

 

 

4. 다음은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수

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5점] 
 

 

①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②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③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④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 

⑤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 '���� 8(
9 :�9.   
○�3�� ������� �$%�� ��9 ��;9����.  

<보기 1> 

○ 8��- ��9 !�&#9 ����.   
○!�-<&��� ��
�� =�> ���3� 8(
>. 

<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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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A J������ KL��+ M��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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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 O���& ����	�� PA)�� P��(%�& �� '���&3 

���*� �%� ��� ������ ���3�
� 1� ���$� 	��
9� ��!��� 
� ��&���� 0�G�����&���+. 

0��3     :,��� ��-�� J R1��3  
1��3     :S !����� ��+�. R�
9�  
 0��3     :!���� S .TU�� �
9 ' R�����  
1��3     :��
. R�A���  
 0��3     :%�� B!
#� .B!��� !�# �����.  
1��3     :V'- ��+� �
9� ��#.  
 0��3     :��+� �
9�J �/�-G .R��@��� E�	&3& '  
1��3     :��
J  V'-����3 .R�%���� !#�� =&�  
 0��3     :1&�� 1� /C�3� ����3�� �#�3��.  
1��3    : J�A> ���� 1� C��%�� =�>%�.  
0��3  :C��%�� =�>. 



 

 

 

아랍어 (9면 중 2 면) 

5.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1

�2��� ������� ��!"� 3�����  #��2�"� ,� (�����" 4��5�� ��5��
�!�"�#���� # .��"� 1�-��� �2"'� �� ���� ������ �� �����

&'�"�� 	�����.  
 

① 이해 기능 : 듣기 ② 이해 기능 : 읽기 

③ 표현 기능 : 말하기 ④ 표현 기능 : 쓰기 

⑤ 문화 이해 능력 

 

 

 

 

6. 다음은 김 교사가 아랍어 교재의 일부 대화문에서 ‘함자의 

받침규칙’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내용으로 올바

르지 않은 것은? [2.5점] 
 

A  :  6�7 (� ㉠ 89�� 6������ ,� 6�� ����� #���"�;  
B  :  &� .�2��7 ㉡ �3���<�  ,����! 1���7�� ,�� 4㉢ ���� 

#���"� &������.  
A  :   �%� ㉣1=�� .1��/ �� >���� $��� ��� (�  ㉤?�5�� ;&"�"�  
B  :  &�@��/A� >����"� �� BCD $��� ��� 4.  

 

① 어중에서 함자가 모음을 갖지 않고 선행모음이 / a / 이면 

�(알리프) 받침을 갖게 되므로 ㉠은 올바른 표기이다. 

② 어중에서 함자가 모음을 갖고 선행모음이 장모음이 아닐 

경우, 함자 자신의 모음과 선행모음을 / i / > / a / > / u / 의 

순으로 음의 강약을 비교하여 강한 쪽의 모음에 해당하는 

받침을 갖는다. 따라서 ㉡은 올바른 표기이다. 

③ 어말의 함자는 선행모음이 있으면 그 선행모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받침으로 가지므로 ㉢은 올바른 표기이다. 

④ 어중에서 함자가 / i / 나 /u/모음을 갖고 장모음 /aa/의 뒤에 

올 경우 각각 함자가 가진 모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받침으로 

갖는다. 따라서 ㉣은 올바른 표기이다. 

⑤ 낱말의 어두에 오는 함자는 �(알리프)를 받침으로 갖는다. 또한 

어말의 함자는 선행모음이 없거나 장모음이면 받침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은 올바르지 않은 표기이며 E�5��로 표기

되어야 한다. 

 

7. 다음은 어느 아랍어 교재의 목차의 일부이다. 이 교재를 구성

한 근거가 되는 교수요목(syllabus)은? [1.5점] 
 

 

 

 

 

 

 

 

 

 

 

 

 

 

 

 

 

 

 

 

 

 

 

 

 

 

 

 

① 상황중심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 

② 과업중심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 

③ 문법중심 교수요목(Grammatical Syllabus) 

④ 교과내용중심 교수요목(Content-based Syllabus) 

⑤ 기능-의미중심 교수요목(Functional-Notional Syllabus) 

 
 

 

 

 

 

 

 

 

 

 

 

8.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아랍어 Ⅰ)에 따라 교재를 

 개발할 경우 다루지 말아야 할 문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① &�� F(� ��2�"� @��� C.  

② ������ 0"G ������� �'/�"�.  

③ #����H"� #����"� ,� @"�- ���5�.  

④ ���� 6I� J��� ,� ,��� 0"G (!� �� ����.  

⑤  B5���"� ,��"��� ���� �2�"G @�%�� -�� #����"�.  

 



 

 

 

아랍어 (9면 중 3 면) 

9.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아랍어 Ⅰ)에서 제시한 언어 

기능의 듣기 목표 중에서 다음의 <평가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은? 
 

<수업 내용> 

○ 학생들은 파리드(����)와 그의 친구가 나누는 대화 내용

을 CD 로 두 번 듣는다. 

○ 학생들은 녹음을 듣고 주어진 질문에 답한다. 
 

<평가 자료> 

K  L ;����!� ���� ��� 

   )K (  #����"� ,�     )O (�!�"� ,�    
   )P ( B5��"� ,�     )Q ( R��"� ,�  
 

O  L ;���� @�%�� ��� 0"G  
   )K (�!�"� 0"G       )O (#����"� 0"G 

   )P (        B5��"� 0"G  )Q (#����"� -�� 0"G 

 

① 간단한 교실 아랍어를 듣고 행동한다. 

② 자음의 발음과 모음의 장단 등에 따른 차이를 인지한다. 

③ 일상 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고 글로 표현한다. 

④ 일상 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⑤ 간단한 문장을 듣고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을 구별

한다.  

 

 

 

 

 

 

10.  2007년 개정 아랍어과 교육과정(아랍어 Ⅰ)에 제시된 평가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점] 
 

①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사항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문

화 이해도를 고루 평가한다. 

③ 의사소통 기능 평가의 결과는 듣기와 읽기 기능, 말하기와 

쓰기 기능으로 양분하여 처리한다. 

④ 평가 목표에 따라 분리 평가와 통합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분리 평가의 비중을 점차 높여 간다. 

⑤ 의사소통 기능의 평가는 단순한 암기 중심의 평가를 지양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의 이해와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11.  다음에서 (가)는 교사가 평가를 위해 오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한 것이고, (나)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고쳐서 제출한 문장

이다. (나)에서 바르게 고쳐지지 않은 것은?  

 

 

 

 

 

 

 

 

 

 

 

 

 

 

 

 

 

 

 

 

 

 

 

12.  다음은 한 여학생이 쓴 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교사

의 피드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5A� &�� &��"� .6��"� ,� ,��� 6���� . ,���S 6��)�
�2)"� (�I R��-A� 6��S� .E��T"� 6����� ,��� 1� . 6��% &H

E���" R��"� 0"G ㉠ ا�,��� ���� ,��"� E���. ㉡ +�����  &5"
B���"� ㉢  �U�"�� V7�-"��8�"�� ����"�� &-��-"� (H�. 

㉣ ,������ ,��� 6�/�� ㉤ W�/ ����� ���� ��3U��.  

 

① ㉠ : 선행사가 관계절에서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관계

절에서 선행사를 가리키는 접미 대명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② ㉡ : 완료된 동작은 완료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  

③ ㉢ : 사물의 복수 명사는 여성 단수 형용사로 수식해야 한다. 

④ ㉣ : 아랍어 문장은 ‘주어+동사+목적어’ 또는 ‘동사+주어+

목적어’의 어순이 지켜져야 한다. 

⑤ ㉤ : 주어가 여성이므로 술어도 여성이어야 한다. 

 



 

 

 

아랍어 (9면 중 4 면) 

13. ,��"� (�/"� ����X�U�� #���"� #T�"� Y=�!� X�5! (���.
 

(ㄱ) �D��"� #T" #���"� #T�"�.  

(ㄴ) R����C� #T" #���"� #T�"�.  

(ㄷ) #�/���7C� #T" #���"� #T�"� 6��".  

(ㄹ) ����"� 0"G ����"� �� #���"� #T�"� @��Z�.  

(ㅁ)  @�"� ��� #�����/�� #���I #T" #���"� #T�"�.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4.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계통에 속하지 않는 

언어는? [2.5점] 
 

○ [���"� #��T�"� (=�!�"� �� #��!� 	%� . 

○ #��!�"� 	%� �� J�� #���"� #T�"�. 

○ ����2��� R�-� �� ( �7���� R�����"� �� &�C��)Schlözer(. 
○  	%� &����"�#���S� #�I�� 0"G �3���� #��!�. 

○ 6����"� (�!� B�"<�� S��3�" B��5 #H'H ��.  
 

① #����\� ② A������#  ③ #�����"� 
④ #����\� ⑤ #���"� 
 

 

 

 

15.  아랍어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ㄱ) 아랍어 음절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자음으로 시작한다. 

(ㄴ) 아랍어에는 보조모음으로 /a/, /i/, /u/ 세 개가 있다. 

(ㄷ) 아랍어 자음은 모음에 비해 음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ㄹ) 아랍어 자음 중 ]는 아랍어만이 가지는 고유한 음이다. 

따라서 아랍어를 ‘��U"� #T" ’라 부르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6.  ������ � ���2�� (����S #���"� #T�"� (�5 X�5!
#����"�� 05!�"�. 

 

① #��'��� ���U5"� #T" 05!�"� #T�"�.  

② Z�#����"� ��S (��5A� ,� #����"� #T�"� &����.  

③ ���7� ���� F(� ,� @�"� 05!�"� #T�"� 1�/�.
④ [��� #�-�� 0"G #�-�� �� #����"� #T�"� B����.  

⑤ 05!�"� #T�"� $���� C6�����"� &)� ,� #����"��6��!A��.  

 

 

 

 

17.  다음은 아랍어의 발음 부호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2.5점] 
 

 1U�Z�� ���S�G� ���U� 0�� FF(��" B�5"� R�� 1U�Z�
�2�L�2�5� �� �2I��L[��� #̂��5. 

 

① ����"� ② ����"� ③ ����"� 
④ �����"� ⑤ #����"� B��5"� 
 

 

 

 

18.  ‘신체 기관’을 나타내는 낱말 중에서 여성 명사끼리 바르게 

묶여진 것은? 
 

①  ��"�– (/�_"� –  R��"�–  �%A� L #=�"�  

②  ���"�– &��"� –  R�"�–  J��%"�L ��!"�   

③  B�A�–  &�"�–  ����"�L  1�!�� L ��"�  

④  8��"� L  #2�/"�– ����"� –  #��"�– ��"�  

⑤  #���"�–  �-�"�–  B��"�–  ����A�L @��"�  
 

 

 

 

19.  어근 ( -  V -J 의 파생형의 용례로 옳지 않은 것은? [1.5점] 
 

① .(/��� (/�"� 
② .(��� ���� 9(/��� C 

③ .(/� 0�� �� 6����� 
④ .&�5"� ���!G ,� (�/� 
⑤ .'̀/D �� '̀/�� #��/"� �� V������ 

 

<보 기> 



 

 

 

아랍어 (9면 중 5 면) 

20.  밑줄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바르게 쓰인 것은? 
 

① a(�b�c/ �̀��� 6���I d�*�ce"�.  

② #�� ����" f�*!b� ,� 6���.  

③ .�35��! #����"� 0"G Z#c�g�c�h�e"� h�hU*5c� 
④ � ��7�"� ��7����� c�#���� #"��� i(b�*5.  

⑤ hE�c�*�c5 Z�c��j��� b6c��c� �c� 4J���"� ��� C.  

 

 

 

 

 

 

 

21.  등위 접속사 �를 사용하여 작문한 문장들 중 논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X/��� 8��Z�.  

② �2����<� #�5!�" ����� ��S #U���"�.  

③  6��I6���-�"� #���5"� 6��S<� @�5"�.  

④ �/� &�� �3�! C̀�
� ���'- %���A� (<�� �5�.  

⑤ �3��H� �2��5� ��� ��� �����! 6�� 0�� �75 ��".  

 

 

 

 

 

 

22. �����/"� ���� ���=-��"� �� #�/���"� #�"��"� (�/"� �� #����"�
#���"� 0"G. [2.5점]  

 

(ㄱ) 나는 부산에 여행가서 그곳 바닷가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  �5�"� k-�� 0�� �3����� 6�UI l�5 ����� 0"G ����� .  

(ㄴ) 나는 내일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친구에게 연락했다. 

  →  �T"� ���� ,T"iA ,���!� 6�!���.  

(ㄷ) 나는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샀다. 

  →  � �@5� ,��A ���H� �3��� 6����"��E��� .  

(ㄹ)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  6�����2�/�� G X/�� ,�" 0"��5��C�.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다음은 초대에 대한 간단한 답 글이다. 빈칸 (가)~(다)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5점] 
 

������� 	
�� 
���� ����: 
  

   )가(   :   
���!�,  8�� 4����"� #I�-��   )나(    C ,����  1�-���

V��7 #��5 ��U5  &�����,��A ,� ���<�  ,�  ����A�$"% 
6I�"�.  

  
��U���� ,����5� (����.  

  
    (다)     

&��� 0�-!� 
 

 (가) (나) (다) 

① #��5�"� ,����� Y'��� 

② ��%��'"  B����� Y���"� 

③ �� ���� ,��/� �+7�7 

④ R����"� ,���2� +7�7� 

⑤ �� ���� ,���
� Y���"� 
 

 

 

 

 

 

 

24.   ����@���� �� m����" ,"��"� �Y�"� ,�.  

 

Z� �� �W�/ ,����� E�-�� #!��"� 	%� ," >�@�-� 
#�!�� #�=�� #��n" . 4]���"� @��� ,� ,������� 6��� ��"

�3���� ��̀�� 6��� ��"� �����"� @��� 0"G 6��Z� ��5 . #��\�
�7���� ������� #�=�� . �2��G #!���� #-��� 1� �3�=�� #��-"�

1��/"� .                                           4
RH�� ���������$ $" ����� ��� ���/��.  

 

① FF��G� �+� ��� �2� ,!�� ,����  

② 1=�U�"� #�=�I ��" ������ �� E�/�"� 
③  #��� ,� #���5� 65�!� ��""������"  

④ ��2/ FF(� (%�<� ,��<� &���� 4�3��,���)� ,� +�  

⑤  $���� �� ,���
�C #���"� ��<� 0"G V��5� �2�����  

 

 



 

 

 

아랍어 (9면 중 6 면) 

25. ���5"� ,� 6�S����" #�����"� 6�����" X�5!"� @����"� ����
,"��"�. 

 

&��"� ���" ������ 0��"� ��5 �����.  

 ��5 :0"G +�)�Z�  +%�"� @�'"� $"%  )가(   �\� ���"�. 
#���� +�/� ���G! 

0��"   : ���� @�C �%� ...0"G *�)�Z�  ���G 4��\� @�'"� 

  )나(   ���� ���"��. � ��� ���� 1�I��  )다(    �� �����
#H'H. 

 

 (가) (나) (다) 

① (�/�� @�U� @��� 

② @�!� ����� &�5�� 

③ @�� (�/�� &�5�� 

④ @�!� ����� �F��!�� 

⑤ ����� @�U� (�/��� 

 

 

 

 

 

 

26.  [1.5점]  ������ @���� m����" ,"��"� �Y�"� ,�.   

 

� 4��=��"� ,��� 1� 6�����"� �2��� ��U�' $��"�� R�
 R��-A���2"�5 ����/ &H.  

�� (<�,  :,� ��  #�/�E��"�;  
6��/� ,���  :�#��� &�" 6��� � �U�"� �� �� ��̀�- 

7�A� �V�/�"�.  
 '=�I &�-"� (�<� ,�� ���:             . 

 

① q� &�� ②  q� $���  

③ %r�q� �  ④  &��5��q�  

⑤ &���� q� &'� 

 

 

27. m����" @����"� (H�"� ���� ,"��"� ���5"� ,� .  

 

A  :  ����� 0"G ,��� ����4 ����� %�� ,� (!��� &"�.  
���� �W�/ R�I ���.  

B  :  ,���! �� 4R���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4q� E�� �G.  
A :  q� E�� �G.$�� q� $���. 

 

① �2" ����I C ����U"� 
② ����A� &���� ��� ��5� 
③ �T"� 0"G &��"� (�� ���
� C 

④ ������ 1� �/���� (�2�"� 1��!"� 
⑤ �U� �� &'�"� ��� �%G@�% �� 6���"�� #  

 

 

 

 

 

 

28.  <대화 1>과 <대화 2>의 빈칸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5점] 
 

 

A  :   ,I��"� B5��"� ,� (�t����"� (�I �� 0"G ��� ��HD ;-��  
B  :      )가(    . ����I $��� .(�I �� 0"G ��� (��A� &��"� 4t����"� 

&��"�� t����"� �� �� 0"G ��� ,��H"�. 

 

 

 

  :    ;#���"� �'�"� 1�� ��� A 

  :  ������G (���� -��A� R��"� ,� 1��. B 

  :   �'�"� 1��/ ��7� �� ���� (�;J���� ����" #���"� A 

 .�3�� 6��� ��    (나)      ... $"% ����� C   :  B 

 

 )가( )나( 

① 0�� ���� ����5 
② &� (���"� �� 
③ �3�- &7'"� �� 

④ C �3�- 6��� �%G �CG 

⑤ �$� ���� 6��� �%G 
 

 

 

<대화 1> 

<대화 2> 



 

 

 

아랍어 (9면 중 7 면) 

2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 6�"� ,����4  �������� #��/ ,� �%���A�
���U�5� 4����-��� ,� (���G �2� ('� �-���� ,� �

U��"�,.  

(ㄱ) ��� ����� 65� �2��"<� #���H"� �2��U�5� �"��� ,� l��5"�
#����"�#����"� #���"�"V��/ #��/ ,� ���� . 

(ㄴ)  6���� ������"���7� E��"� 6���� #���� ����U�5�"� ��
-��A� R��"� ,� ���5"� @���/ (�5 6��U�5�"� ��

���� #������ 6���/ ,�. 

(ㄷ)  ����� 65� 0"�A� ��U�5�"� 6�"�"���5"�� #�=�"�
#����"� #���"� #����"� ,� �����" #�����/C� "7��� ,�

,"��"� ������� �-���� ,�.  
 

① (ㄱ)-(ㄴ)-(ㄷ) ② (ㄱ)-(ㄷ)-(ㄴ) 

③ (ㄴ)-(ㄱ)-(ㄷ) ④ (ㄷ)-(ㄱ)-(ㄴ) 

⑤ (ㄷ)-(ㄴ)-(ㄱ) 

 

 

 

 

 

[30-31]  ���"��"� ��"�
�"� 0�� @/� &H ,"��"� �Y�"� ��I�.  

 

3��� ��5� �����"� ����� ����� �" )��5� �-�"� �� �
�"� #����"� �=��/"�� ���A�����S ,� ��!� ,� . �� 1/�� ������

 ��� &2" l�5 ��� 4���A� ����� �� (�
�"�� C̀��� ���� ���"�
&2�� ��� . �� ���&2"��5� 0�� ��=�-�  �=��/"� #��� (�����

 B��"����S E��H� l�5 ��.  
#���� �=��/"� #��� #/��� �� ,2��� ��5� �����"� .

���� $"% ,� @��"�� :  �=��/"� ���� C C̀���(가) E��"� 0"G B"A� ��4 
�"� 6���U��"� �2�� ����� (� ��� B�� �� �3���H� -�� ���2� ,�

����/"� (��� 6���U��"� 	%� �/�� . 6I� 0"G V��5� C $"%"�
�2�� l5��" (��-.  

�!��"� �����- �" ��5� �����"�� ����/"� �E��I ,� # : �2�
�"� ����� #���� �����"� 6C���"�� 4#�/���"� #����"�� #"� ,�

 #5�! 0�� �3��� ����� 4���U�"�� #���H"�� &���"�� (!���
���� E,� ��� B�I��� �� ��� ����/"� ,I�� X��!�� &H 6����"�.  

 

30. 	'�� ���%�"� �Y�"� ���U� 1� R���� �� ���� .  

 

①  �� %�<� 	��� V��� ��5� �����"� ����� ������=��/"� #���.  

② F(� (�I �=��/"� ���� ���"� �� ��5� �����"� 1/�� ����� E,�.  

③  �����"� V��5� C" (��- 6I� 0"G ��5��=��/"� #/���.  

④ �3���� �3������ #�/���"� #����"� ����<� ��5� �����"� �&�2� C.  

⑤ #"��"� ����� #5�! 0�� 6����"� #5�! ��5� �����"� (�U��.  
 

 

 

 

 

31. ���� ������"� �������"� ��%��"� ���� ��2"����� C̀�� ��
(가) ,�	'�� ���%�"� �Y�"�.[1.5점] 

 

(ㄱ) #��2�"� 0"G #����"� ��       (ㄴ) �2��/ 

(ㄷ) u=��u=��� ��                   (ㄹ)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 X�5!"� @����"� �����Y�"� ,� 6�S����" #�����"� 6��� 
,"��"�. 

 

 (���� ,� 6��� ,����"� �!"� ,� 6�H��� ,��"� #����"�
 #����"�� 4����T��    )가(      �� &�5"� J�7��� 0"G B�2� 6���

�����" 8���"� ,��#����"�� 4����S ��� �� �     )나(      %��� 6���
#����"�� 4#�����"� �=��"� 0"G ����� &'���     )다(      6���

(��  #��� #���� (/� �� ���-5�� ,��"� �!�"� ���5� 0��
#����"�� 4&2�<� E'�G� 8��"�     )라(     ���� 6��� 0�� 

jH��� @�"����5�� ,��A� &2 #���A� &2��"��� ]�.  
 

 (가) (나) (다) (라) 

① #�����"�  #��!�"� #����"� #���A� 
② #��!�"� #�����"� #���A� #����"� 

③ #�����"� #����"� #��!�"� #���A� 

④ #����"� #��!�"� #���A� #�����"� 

⑤ #���A� #����"� #��!�"� #�����"� 

     



 

 

 

아랍어 (9면 중 8 면) 

33.  .������ ��	�� 
��� �� ����� � �� ���� 
 

 ����� E��� $���@�/5"� . #)��5� @�/5"� 1U� ������
v�) �U� [���� 4��"���"� 0�� �2�� �2��� ]�Z� ���� �2�� �

#�����C̀�H� ����" �U� #H"�H� 4  #���� 41U���"�� #��5�"
�2/�7 �� �2��� �� �2��� +��" 1U�� �2��A �U�.  

 ,����" @�/5�" ,�U��� �� &S�"�� &�" (�I� #5��!��
���� ����� C ����"� ���5� R��- ,� ��H� B�� +%�"� �� . $���

 ,��T"� &"�"� ,� &� ,�'��� &"�"� ,� E��� 6���/5�� ��S
��2���" 4,5���"� 6����5�� ��" . 

 

①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이 있다.  

② 무슬림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이 

있다. 

③ 멋과 패션을 위해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이 있다. 

④ 아버지, 남자 형제 또는 남편의 의견에 복종하기 때문에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이 있다.  

⑤ 글쓴이는 히잡 착용이 여성 해방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G ���� �� ����. [2.5점]  34.  
 

○ ,���/"� �!"� E���" #���- �=�!I 	%�.  
○ �2=��� �� �5�� 8��"� 
���.  
○ &'��� (�I @�"� ���5 �=�!�"� 	%� ���!�.  
○��G (���6��Z� �2#��"� ����� 0�� 6���h�� @�%"� E���.  

 

①  6�����"�  ② �6�����"  
③ #��"� #��" B"�  ④ ����T"� #"��� 

⑤ ('� ,�� ���� 

 

 

 

 

 

 

 

 

 

35.  ���2�� �'��� �����"� �����/"� ������S @�A� (�5 X�5!
,����"� �!"� ,� +�H�"�.[1.5점] 

 

(ㄱ) ����7"� 1��� 6�����"� E���� �%�2"�+���5"�� ,��. 

(ㄴ) (H� ���H� ���� ,�����"� B�"�@���"����5"�"�"E'��"�."  
(ㄷ)  �2������ ,� #���� B=��- ���� ��� 6��)���"� @�� �2)

#"7��"� #�=�-. 
(ㄹ) 5"� �� �H�"�� �3��2�� 8���� ��� ��� �2��� ���"�� �@

#�!I �����"
�"0��"� 8�I." 
(ㅁ)  @���" #����#���� " 46�����5"� #��"� 0�� #����� Y!I

0"G #�����"� �� &/�Z��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ㅁ) 

  

 

 

 

 

 
 

 

 
 

 

 

36.  다음은 1940~50년대 이집트 소설에 대한 글이다. 이 글과 

관련이 있는 문예사조는? 
 

 #�� ���H (��I #�����/C� J�U�A� 6���KwxO  F(�� C
�� �3����  E���� �� 0�)"� #��"�T"�� 4#�����"� J�U�A�

@�"�  4�����"�� #��!"� #T"�� B��) 65� y�� 6���
 ]� %���� $"%" ���=���"� #2/���"� BI�� ����"� 	%� ,�

l�5� 4,���"� 1I���" +��!�"�� 6���  #5��� �� �35'� #����"�
"� 0�� ���H"� (/� �� (�U�"�	���T� B�2� 1I�� . ��� 7���


�)��5� @�/� ���=���"� EC. 
 

① #����'�"� #�7�"� ② #�������"� #�7�"� 
③ #�7��"� #�7�"� ④ #���-"� #�7�"� 
⑤ #�I��"� #�7�"� 
 

 



 

 

 

아랍어 (9면 중 9 면) 

37. #���"� &'��� ����� X�U�� #�"��"� (�/"� .�����/"� ����
��"����2�� �'��� �����SX�5!.  

 

(ㄱ)  �2� ,� ������"� &�!���U��.  

(ㄴ) F(� 0�� #U��� �z5"� &��� E��H��� ����.  

(ㄷ) &��"� ,� 6���� 8�� �'!"�� ������"� &���.  

(ㄹ)  0�� @/�� �����2�"�F(�  ���� �� ���� ��3�����.  

(ㅁ) ���7"�#�/�� #I�!Z�{� ����K|% (��"� �� �3����.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38. ��H"� (����"�� R���� ,"��"� �Y�"�������� ,�'��� &"�"� ��� ,� .
������C�,"��"� �Y�"� ���U� 1� R���.  

 

 #����"� 6C�!��C� -���� 0"G #����!"� @��5"� 6���
���-�� ������� ,�'��� &"�"� ��� #��5�"��  ��� 6C����"�

����-��"� . 	%� 6���� ,�'��� &"�"� X����" #����� @��5"�
�"� 6C�/�"� B���� �� �2�������� ������ 0�� ����-�� 6��� ,�

������"� [�". ������ ����� 6������ �����"� 0"G ����/ &���� 6�
 7�7�� ����!�I� #���� 0�� ����A� 	%� 6���� 4#�����A�

#�����"�� #����"� �2���I. 
 

①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와 유럽 간의 육상과 해상 접촉을 

활성화 시켰다. 

②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가 유럽에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유럽은 무슬림들이 발전시킨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입었다. 

④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 전쟁으로 침체기를 맞이했다. 

⑤ 유럽 대륙으로 전파된 새로운 문물과 기술 및 학문이 유럽 

대륙의 경제 발전과 군사, 정치력의 강화를 도왔다. 

 

 

 

 

 

 

 

 

39.  ,�'��� ,��%"� �!"� ,����7�6 ���H� &��� .�� ����
,"��"� �Y�"� ��"G ����.[2.5점] 

 

 B���"� ����� (�/�"� �%� #����� ������"� �&���
 &����"�� �������� &�/�"� �� ��� 1I��� �����5� B���"��
 #�!��"� �������� 4�2���2�� ��2�"� #���� �����5� +���"�

 &�/�"� �!�" @C�-�A�� 6���/��C� #���" 4@����"��
�����"�� R���� ���T�� [���"� ���"� ,� �!���"� 6������. 

 

① $��"� &�� ② E��7��"� &�� 

③ E�����"� &�� ④ ��U���"� &��6�  

⑤ �@-"� &�� #"��!"��  

 

 

 
 

 

 

40.  ����� �� ���2�� (����S ,� ������"� 6���� (�5 X�5!
����A�.[1.5점] 

 

①  E���"� &��� �-�"� ��� (�IJ����� $�"�� �=�-�"� ����r�
6����5"�. 

② J���/�� 05UA�� �-�"� +��� &���� (��� ���� ���"� ,�
�'!�" �&��. 

③ �� #�/5"� +% �2� �� ���"� ,� 05UA� ��� ,�<�
�z5"� &���� &���G. 

④ ��� >��! ,���� (F(� X�%� �-�"� ��� &�  ����� ����I ����
��������"�� E����"� 0�� ��� J�7��� ��H��� ��. 

⑤  ,��-�"� ��� �������� ����/"� 8�'�"� (��-A� +����
�T�����F(�" +����"� [�����" �3�� 6����� ����"�����.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