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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③ ⑤ ④ ③ ④ ① ⑤ ② ⑤ ③ 

문항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③ ② ④ ④ ① ② ② ③ ⑤ ④ 

문항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① ① ② ③ ① ⑤ ① ④ ② ④ 

 

 [해설]  

 

1. [정 답] ③ 

   [해 설]  

이 문제는 아랍어 철자의 발음을 묻고 있다. 자음의 어두형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어 발음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눈으로만 익히는 아랍어 철자 학습을 

배제하고, 실제 아랍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a) 

‘몸’(jismun)이라는 어휘의 어두형인 ِجـ이 ji 로 발음되고, (b) ‘선물’(hadi:yatun)의 

어두 철자인 ha 가 바른 표기이다. 

 

2. [정 답] ⑤ 

   [해 설]  

보기의 어휘  ٌَواِجب은 ‘의무’라는 의미의 어휘이다. “wa:jibun 은 a:-i-u 의 

모음배열을 갖고 있다. 이 어휘와 같은 모음 배열을 갖는 어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넓은 َواِسعٌ  ⑤ ,(달) َقَمرٌ  ④ ,(접시) َطَبقٌ  ③ ,(비) َمَطرٌ  ② ,(소) َبَقرٌ  ①

위의 어휘 중에서  ٌَواِجب과 같이 a:-i-u 의 모음배열을 갖고 있는 어휘는 ⑤  ٌَواِسع 

‘넓은’ 이다.  

 

3. [정 답] ④ 

   [해 설]  

 의 공통되는 철자를 찾는 문제이다. 이 두(피라미드) َىَرمٌ  와(고기) َلْحمٌ 

어휘에서 공통되는 철자는 م으로  ٌَلْحم에서는 앞의 자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에서는 앞의 자음과 연결되어 표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랍어 자음 6َىَرمٌ  개ٌ،أ(
ٌو( ٌز، ٌر، ٌذ،  는 뒤에 오는 자음과 연결되어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د،

같은 자음이 어말형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앞의 자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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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صَداع (두통)의 어말에는  ٌع이라고 표기되었지만,  ٌَواِسع 

(넓은)은 앞 글자와 연결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인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4. [정 답] ③ 

   [해 설]  

아랍세계에서 사용하는 숫자 1 2 3 4 5 6 7 8 9 0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1 2 3 4 5 6 7 8 9 0 

아랍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지역(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는 아랍어 숫자를 사용하는데, 

주의 할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5 가 아랍어 숫자로는 5 으로 표기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0’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④ 591 은 195 를 

나타낸다.  

※ 아랍어 숫자를 쉽게 가리는 법: 일부 아랍어 숫자는 반시계 방향으로 90 도 

돌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 [정 답] ④ 

   [해 설]  

ٌٌ  ⑤ ,(식탁) َماِئَدةٌ  ④ ,(기차) ِقَطارٌ  ③ ,(시간, 시계) َساَعةٌ  ② ,(산) َجَبلٌ  ①  َحِقيَبة 

(가방) 

 과는(사무실, 또는 책상) َمْكَتبٌ  은 장소명사가 아니다. 그러므로(식탁) َماِئَدةٌ  ④

어휘의 성격이 다르다. 또 식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6. [정 답] ① 

   [해 설]  

اي ,(커피) َاْلَقْيَوةٌُ ,(오렌지 주스) َعِصيُرٌاْلُبْرُتَقالٌِ  (홍차) َالشَّ

아랍 지역에서 흔히 마실 수 있는 음료이다. 

 

7. [정 답] ⑤ 

   [해 설]  

일반적으로 ٌََكان 동사는 시제보조동사(~이었다)로 사용되지만, 이 문항에서는 

완전한 동사(~있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Aٌٌٌٌٌٌٌٌٌٌٌٌَأْيَنٌُكْنِتٌَأْمِس؟어제 너는 어디에 있었니? 

: B ٌٌ.ٌِفيٌاْلُمْسَتْشَفى_____         병원에 

 ③ ,(3인칭 여성 단수 완료형) َكاَنتٌْ ②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 َكانٌَ ①

 1인칭) ُكْنتٌُ ⑤ ,(2인칭 여성 단수 완료형) ُكْنتٌِ ④ ,(2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كْنتٌَ

남·여성 단수 완료형) 

 동사 활용 َكانََ

미완료형에서는 동사의 행위자 표지가 앞에 나타나지만, 완료형은 동사 뒤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나타난다.  

 1인칭 2인칭 (남) 2인칭 (여) 3인칭 (남) 3인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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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형 ٌٌُُكْنت ٌُكْنتٌِ ُكْنتٌَ  َكاَنتٌْ َكانٌَ

미완료형 ٌَُتُكونٌُ َيُكونٌُ َتُكوِنينٌَ َتُكونٌُ َأُكون 

 

8. [정 답] ② 

   [해 설]  

: Aٌٌٌٌٌٌٌٌَىِذِه؟_____?       사람은 이 

 : B.ٌٌٌٌَىِذِهٌُأْخِتيٌَلْيَمى이 사람이 내 누이인 라일라이다. 

 왜 ِلَماَذا ⑤ ,어떻게 َكْيفٌَ ④ ,?입니까~ َىلٌْ ③ ,누구 َمنٌْ ② ,무엇 َما ①

의문사 사용법을 묻는 질문이다. 아랍어에서는 지시사인 َىَذا(남성형), ٌَِىِذه(여성형)가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9. [정 답] ⑤ 

   [해 설]  

َكِبيرٌ ٌَبْيتٌ  ①  (큰 집): 뒤에 오는  ٌَكِبير(큰)이 앞의  ٌَبْيت(집)의 수식어 

َلِذيذٌ ٌَطَعامٌ  ②  (맛있는 음식):  ٌَلِذيذ (맛있는)이  ٌَطَعام(음식)의 수식어 

َطِويلٌ ٌَقَممٌ  ③  (긴 펜):  ٌَطِويل(긴)이  ٌَقَمم(펜)의 수식어 

َقِديمٌ ٌِكَتابٌ  ④  (낡은 책):  ٌَقِديم(낡은)이  ٌِكَتاب(책)의 수식어 

①~④번은 모두 명사+형용사의 수식형태를 보여준다. 뒤의 형용사가 앞의 명사에 

따라서 주격, 남성, 단수, 비한정상태의 일치를 이루었다. 

اْلَبِريدٌٌَِمْكَتبٌُ ⑤  (우체국): 앞의 ٌَُمْكَتب(사무실)은 주격, 남성, 단수, 비한정상태의 

명사이고, 뒤의 ٌِاْلَبِريد (우편)는 소유격, 남성, 단수, 한정상태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수식이 아니라 복합어형태인 연결형을 보여주고 있다. 

 

10. [정 답] ③ 

    [해 설]  

: Aٌٌٌٌَماَذاٌ______،ٌَياٌَفاِطَمُة؟?         무엇을, 야파티마 

 : Bٌٌٌٌٌٌٌ.َأْكُتُبٌِرَساَلًةٌِلَصِديِقي나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형) َيْكُتبٌُ ②  ,(1인칭 남·여성 단수 미완료형) َأْكُتبٌُ ①

 ,(1인칭 남·여성 단수 완료형) َكَتْبتٌُ ④  ,(2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형) َتْكُتِبينٌَ ③

 (2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 َكَتْبتٌَ ⑤

B 는 파티마라는 아랍이름의 여성이다. 그러므로 2 인칭 여성형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한다. 그리고 B 의 답에 미완료형으로 답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질문이 

미완료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 의 질문에서는 2 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형태가 와야 한다. 

 

11. [정 답] ③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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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구두는 새 것이니ٌٌٌٌٌٌٌٌٌٌٌٌَىِلٌاْلِحَذاُءٌَجِديد 

: B ._______ٌٌٌٌٌٌٌاَل،ٌَلْيَس.아니다       , 아니 

 ,(남성 단수 소유격 비한정) َجِديدٌ  ②  ,(남성 단수 주격 비한정) َجِديدٌ  ①

 ,(여성 단수 주격 비한정) َجِديَدةٌ  ④  ,(남성 단수 목적격 비한정) َجِديًدا ③

 ,(여성 단수 목적격 비한정) َجِديَدةًٌ ⑤

  .라는 보조동사가 사용되면 서술어는 목적격이 되어야 한다(아니다~) َلْيَسٌ

문두에 사용되는 경우 ٌَلْيَس는 남성형 주어 앞에 사용되고, 여성형 주어 앞에서는 

 .가 사용된다َلْيَستٌْ

 

12. [정 답] ② 

   [해 설]  

اَلُمٌَعَمْيُكْم.َالٌ○  .알라의 평화가 당신들에게 있기를ٌٌٌٌٌسَّ

اَلَمِة.ٌ○  .안녕히 (가세요)ٌٌٌٌٌٌَمَعٌالسَّ

 .안녕ٌٌٌٌٌٌٌٌٌٌٌَمْرَحًبا.ٌ○

3 표현 모두 인사말이다. 특히, 첫 번째 인사말은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이슬람 식 인사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اَلم  은 ‘알라의 평화’를 일컫는(그 평화) َالسَّ

말이고, 한명에게 인사말을 건넬 때도 ٌَْعَمْيُكم (당신들에게, 당신들 위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어깨 위에서 선과 악을 기록하는 천사 2 명이 항상 

사람과 함께 다닌다고 믿는 믿음에서 복수형태로 사용된다. 기독교인은 이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평화를 사용하는 인사말을 하고 싶을 

때는 .اَلُمٌَلَك  .라고 인사하여 자신이 무슬림이 아님을 알게 한다السَّ

 

13. [정 답] ④ 

   [해 설]  

 

: Aٌٌٌٌَكْمٌَسَنًةٌَتَعمَّْمَتٌالمَُّغَةٌاْلَعَرِبيََّة؟몇 년 동안 아랍어를 배웠습니까? 

 : B ٌِةٌَسَنة ٌ.1년 동안 그것(아랍어)을 배웠습니다ٌٌ.ٌٌٌٌٌٌٌٌٌٌٌَتَعمَّْمُتَياٌِلُمدَّ
두 사람은 아랍어를 학습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A 가 ٌَْسَنةًٌٌَكم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였는데, ٌَْكم (얼마)은 뒤에 비한정 목적격 단수가 와서 

몇~으로 표현한다. 

 용례 (~몇) َكْمَ

َمِة؟َكْمٌِفيْمًماٌَشاَىْدَتٌِفيٌَىِذِهٌاْلُعطٌْ  (너는 이번 방학에 영화를 몇 편 보았니?) 

 (?너에게는 펜이 몇 개있니)   َكْمٌَقَمًماٌِعْنَدَك؟

 

14. [정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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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Aٌٌٌٌٌٌٌٌٌٌٌٌٌٌٌٌٌٌٌٌٌٌٌٌ؟
 : Bٌٌٌٌٌ. ْفَتُرٌِبِديَنار   이 공책은 1 디나르이다.(1 디나르로 샀다.)َىَذاٌالدَّ

 디나르(화폐단위) : ِديَنارٌ  *
َحاُلكٌٌََكْيفٌَ ①  (어떻게 지내니?, 너의 상태가 어떠니?) 

َأْنتٌٌََأْينٌٌَِمنٌْ ②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국적을 묻는 말 

ُأمُّكٌٌَِىيٌٌََىلٌْ ③  (그녀는 너의 어머니시니?) 

ْفَترٌٌَُىَذاٌِبَكمٌْ ④ الدَّ  (이 공책은 얼마이니?) 

َجِميَمةٌ ٌاْلَحِديَقةٌٌَُىلٌِ ⑤  (그 정원은 아름답니?) 

가치를 나타내는 말로 ٌِْبَكم(얼마로)를 사용하는데, 질문에서 사용했던 전치사 ِبـ를 

답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정 답] ① 

   [해 설]  

ِكَتاًبا.ٌَيْقَرأٌُ ①   (그는 책을 읽는다.) 

 (.그는 영화를 본다) ُيَشاِىُدٌِفيْمًما. ②

 (.그는 닭을 요리한다) َيْطُبُخٌَدَجاًجا. ③

 (.그는 바다에서 수영한다) َيْسَبُحٌِفيٌاْلَبْحِر. ④

يَّاَرِة. ⑤  (.그는 차에서 내린다) َيْنِزُلٌِمَنٌالسَّ

 

16. [정 답] ② 

   [해 설]  

ٌٌٌٌٌٌ-ٌَمْرَيُمٌٌٌٌٌ-ِمَنٌٌٌٌٌ-َأَناٌٌ ٌ.ٌٌٌ-اأُلْرُدنِّ
나는ٌٌ-ٌٌ~부터ٌ-ٌٌ마르얌ٌٌٌٌٌ-ٌ요르단ٌٌٌ-ٌٌ. 

이 어휘를 연결하면 . ٌاأُلْرُدنِّ ٌِمَن ٌَمْرَيُم  라는 말이(.나는 요르단에서 온 마르얌이다) َأَنا

된다. 자신의 이름과 국적을 밝히는 이러한 표현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정 답] ② 

   [해 설]  

: A______________ 

 : B_____________ 

 : Aٌَْفٌَنْذَىُبٌِإَلْيِو؟ٌٌٌٌٌٌٌٌٌَكي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거니?ٌ 

 : B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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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نَعْم،ٌِفْكَرة ٌَجِميَمة그래, 좋은 생각이다. 

: bٌٌٌَىْلٌَنْذَىُبٌَمًعاٌِإَلىٌاْلَمْتَحِف؟우리 같이 박물관에 갈까?  

: cٌٌٌٌٌٌٌٌٌٌٌٌٌٌٌٌٌٌٌٌٌ.ِباأُلوُتوِبيس버스로. 

A 의 말 ٌِإَليٌٌْ ٌَنْذَىُب ِو؟()َكْيَف 에 대한 답으로 교통수단을 언급해야 하므로, 맨 

마지막에는 c 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 에서 ٌَْنَعم(그래, 응)의 답은 

의문사 ٌَْىل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구성을 이루려면 

b-a-c 순으로 빈칸에 채워져야 한다. 

 

18. [정 답] ③ 

   [해 설]  

: A؟  ?실례합니다, 아랍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لْوٌَسَمْحَت،ٌَأْيَنٌاْلَبْنُكٌاْلَعَرِبيُّ

 : B.ْيَدِليَِّة  ِاْمِشٌِإَلىٌاأَلَماِم.ٌَاْلَبْنُكٌِبَجاِنِبٌالصَّ

앞으로(똑바로) 가세요. 은행은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옆에 ~ : ِبَجاِنِب... *

 

19. [정 답] ⑤ 

   [해 설]  

: A؟_____________ٌ
 : Bٌٌٌٌٌٌٌٌٌ.ا ٌِجدِّ ٌَباِرد   .날씨가 매우 춥다َاْلَجوُّ

 ,(당신은 누구십니까) َمْنٌَأْنتٌَ ①

 ,(이것은 무엇입니까) َماٌَىِذهٌِ ②

 ,(당신은 한국사람입니까) َىْلٌَأْنَتٌُكوِريٌّّ ③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ماَذاٌَتْفَعُلٌاآلنٌَ ④

ٌاْلَيْومٌَ 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كْيَفٌاْلَجوُّ

 

20. [정 답] ④ 

    [해 설]  

: Aٌٌ.___________ٌ،َياٌُأْسَتاُذ선생님,            .ٌٌ 

 : Bٌٌٌٌٌٌٌَؤاُل،ٌَياٌَفِريُد؟ ٌ?파리드야, 질문이 무엇이니َماٌُىَوٌالسُّ
 : Aٌٌٌٌٌٌٌٌٌٌَماٌَعاِصَمُةٌاْلِعَراِق؟이라크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 Bٌٌٌٌٌٌٌٌٌٌٌٌٌٌٌٌٌٌٌ.ِىَيٌَبْغَداُد(그것은) 바그다드다. 

 (저는 목마릅니다) َأَناٌَعْطَشانٌُ ①

 (저는 배고픕니다) َأَناٌَجْوَعانٌُ ②

ْعُرٌَمْعُقولٌ  ③  (값이 적당합니다) َال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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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عْنِديٌُسَؤالٌ  ④

ِعدٌ ِعْنِديٌَموٌْ ⑤  (제게 약속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파리드라는 학생에게 질문이 무엇이냐는 답을 한 것으로 보아, 파리드가 

한 말은 “질문이 있다”는 말이다. 

 

21. [정 답] ① 

   [해 설]  

: Aٌٌٌٌٌٌٌٌٌ.َصَباَحٌاْلَخْيِر좋은 아침이다.ٌ 

 : Bٌٌ._______ٌَصَباَح좋은 아침이다.ٌ 

: Aٌٌٌٌٌٌٌٌٌٌٌ.َمَساَءٌاْلَخْيِر좋은 저녁이다. 

 : Bٌٌٌ._______ٌَمَساَء좋은 저녁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النُّور (빛)이다. 즉 이 인사말에 답하는 사람은 인사에서 ‘밝은 

아침’, ‘밝은 저녁’과 같은 의미로 인사를 하는 셈이다. 

 (빛) النُّورٌِ ①

 나는) َأَناٌِبَخْيرٌ  의 답에 사용하는(?어떻게 지내니) َكْيَفٌَحاُلَك؟ 는(잘 지내는) ِبَخْيرٌ  ②

잘 지내.) 표현의 일부이다. 

 .의 표현에 사용되는 말이다(어서 오세요)أَْىاًلٌَوَسْياًل. 은(가족을) أَْىالًٌ ③

ْيُكمٌَْعمٌَ ④  (당신들에게)은 .اَلُمٌَعَمْيُكْم  .에 사용되는 표현이다السَّ

 는 무슨 일을 잘 마치거나 힘든 일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덕분에) َاْلَحْمُدٌللٌِ ⑤

말이다. 

 

22. [정 답] ① 

   [해 설]  

: Aٌآُكُلٌُخْبًزاٌَوَلْحًما.ٌَماَذاٌُتِريُد،ٌَياٌَحاِمُد؟ 

나는 빵과 고기를 먹을래, 하미드야, 넌 무엇을 원하니? 

 : Bٌ.ٌٌٌٌٌٌٌٌٌٌٌٌٌٌٌٌٌٌٌٌٌٌٌٌٌٌٌٌٌٌٌٌٌُأِريُدٌُأْرًزاٌَوَكَباًبا나는 밥과 케밥을 원해. 

 나는) َأْنِزلٌُ ④ ,(나는 공부한다) َأْدُرُسٌ ③ ,(나는 잔다) َأَنامٌُ ② ,(나는 먹는다) آُكلٌُ ①

내린다), ⑤ ٌَُأْرَكب (나는 탄다) 

 

23. [정 답] ② 

   [해 설]  

: Aٌٌَمَتىٌَسَتْرِجُعٌِإَلىٌاْلَبْيِت،ٌَياٌَسِميُر؟사미르야, 너 언제 집으로 돌아올거니?ٌٌ
: Bٌَاَعة ،ٌِإْنٌَشاَءٌهللُا.ٌٌٌٌَبْعَدٌس된다면(알라가 허락하신다면), 한 시간 후에요.ٌ

대화하는 장면에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1 시간 후면 6시가 된다. 

 

24. [정 답] ③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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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ىْلٌِعْنَدَكٌُصَداع ؟두통 있습니까? 

 : Bٌٌ.اَل،ٌَلِكْنٌَأْشُعُرٌِبَأَلم ٌِفيٌَبْطِني아니요, 배에 통증(복통)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용어는  ٌَأَلم이지만, 두통도 머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25. [정 답] ① 

   [해 설]  

: Aٌٌٌٌٌٌُكَرَةٌاْلَقَدِم.ٌَوَأْنَت،ٌ__________؟  너는. 좋아한다 축구를 나는        ?ُأِحبُّ

 : B.ٌاْلُكَرَةٌالطَّاِئَرَة  .나는 배구를 좋아해ٌٌٌٌٌٌٌٌٌٌٌٌٌٌٌٌٌٌٌٌٌٌٌٌٌُأِحبُّ

َرةٌََاْلُكَرَةٌالطَّائٌِ *  : 배구 
배구는 ‘나르는 공’이라는 의미이다. 

농구는 ٌِمَّة  .이다(테이블 공’이라는 의미‘) ُكَرُةٌالطَّاِوَلةٌِ 탁구는 ,ُكَرُةٌاْلَيدٌِ 핸드볼은 ,ُكَرُةٌالسَّ

 .이라고만 하면 비행기이다َطاِئَرةٌ 

َماَذاٌَتْقَرأٌٌُ ②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ماَذاٌُتِحبٌُّ ① (너는 무엇을 읽고 있니), 

َربٌَُماَذاٌَتشٌْ ④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 َماَذاٌَتْدُرُسٌ ③  (너는 무엇을 마시니), 

 (너는 무엇을 닦고있니) َماَذاٌَتْغِسلٌُ ⑤

 

26. [정 답] ⑤ 

   [해 설]  

 .수미: 제게 생선을 주세요ُسوِميٌ:ٌأَْعِطِنيٌَسَمًكاٌِمْنٌَفْضِمَك.ٌٌٌٌٌ

①을 요구하려면 ِمْنٌَفْضِمَك.ٌأَْعِطِنيٌَدَجاًجا  (닭고기를 주세요)라고 표현해야 한다. 

②를 요구하려면 ًٌِمْنٌَفْضِمَك.ٌأَْعِطِنيٌَقْيَوة   (커피를 주세요)라고 표현해야 한다. 

③을 요구하려면 ٌَبَّاك ِمْنٌَفْضِمَك.ٌِاْفَتِحٌالشُّ  (창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표현해야 한다. 

④를 표현하려면 ٌُ؟ِمْنٌَفْضِمكٌٌََأْيَنٌاْلَحمَّام  (화장실이 어디입니까?)라고 표현해야 한다. 

 

27. [정 답] ① 

   [해 설]  

: Aٌٌٌٌٌٌَماٌاْلَيْوُمٌِمَنٌاأُلْسُبوِع؟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 Bٌَّْبِت.ٌٌٌٌٌٌَاْلَيْوُمٌُىَوٌَيْوُمٌالس오늘은 토요일입니다.ٌ
 : Aٌٌوَداِن؟  ?당신은 언제 수단으로 여행하십니까َمَتىٌُتَساِفُرٌِإَلىٌالسُّ

 : Bٌٌٌٌٌٌٌٌٌٌ.َغًدا،ٌِإْنٌَشاَءٌهللُا된다면(알라가 허락하신다면) 내일이요.ٌ
요일을 묻는 표현은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 B 의 표현 

중에서 .ْبِت ٌالسَّ ٌَيْوُم ٌُىَو وٌَ 의َاْلَيْوُم ًٌ  는 주어와 서술어 모두 한정상태이기 때문에ُه

주어와 술어를 구분해 주는 일종은 계사(영어의 is) 역할을 해준다. 

 

28. [정 답] ④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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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أَْىاًلٌَوَسْياًلٌٌٌٌٌٌ

َفُرٌِإَلىٌاْلِباَلِدٌاْلَعَرِبيَِّةٌ  아랍 국가로 여행 ٌٌَالسَّ

 이집트ٌٌٌٌٌٌٌٌٌٌٌٌٌٌٌٌِمْصُرٌٌٌٌٌٌٌٌٌ

 카타르ٌٌٌٌٌٌٌٌٌٌٌٌٌٌٌٌٌٌٌٌ     َقَطرٌُ

 예멘ٌٌٌٌٌٌٌٌٌٌٌٌٌٌٌٌاْلَيَمُنٌٌٌٌٌٌٌٌٌٌٌ

 ,(시리아) ُسوِرَيا ③  ,(레바논) ُلْبَنانٌُ ②  ,(리비아) ِليِبَيا ①

 (쿠웨이트) َاْلُكَوْيتٌُ ⑤  ,(한국) ُكوِرَيا ④

 

29. [정 답] ② 

   [해 설]  

 َأْحَمُدٌُمْسِمم .ٌَوُىَوٌِفيٌِزَياَرة ٌِلُكوِرَيا.ٌَوُيِريُدٌَأْنٌُيَصمَِّيٌاآلَن.

아흐마드는 무슬림이다. 그는 한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지금 예배를 하고자한다. 
 예배하다 : ُيَصمِّيٌَ *
무슬림) ُمْسِمم(은 이슬람 신자를 일컫는 어휘이다. 즉, ‘신 앞에 복장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이들은 사원) اَلُة(에서 예배)َمْسِجد   한다. ‘예배하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인)الصَّ

경우 3)َصمَّى 인칭 남성 단수형)이고, 미완료형은 3)ُيَصمِّي 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질문에서 예배시에 향해야 하는 곳은 끼블라)اْلِقْبَمُة(라고 하는데, 모든 무슬림은 

예배할 때 끼블라인 메카를 향해야 한다. 

메카는 메디나,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슬람 3 대 성지이다. 

일반적으로 ‘~의 메카’라 함은 ‘~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이 지명이 일반명사와 같이 널리 사용되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30. [정 답] ④ 

    [해 설]  

ٌٌٌٌٌٌٌٌٌٌٌٌ 여권ٌٌٌٌٌٌٌٌٌٌٌٌٌٌٌٌٌٌٌٌٌٌٌٌٌٌٌٌٌٌٌٌٌٌٌَجَواُزٌَسَفر 
ٌٌَااِلْسُمٌ:ٌُمَحمَُّدٌْبُنٌَخالٌِ 이름: 칼리드의 아들 무함마드ٌٌٌٌٌد 

ٌٌٌٌٌٌٌٌ 국적: 튀니지ٌٌٌٌٌٌٌٌٌٌٌٌٌٌٌٌٌٌٌٌٌٌَاْلِجْنِسيَُّةٌ:ٌُتوِنِسيّّ
(a) َخاِلدٌ ٌ  (칼리드: 남성), (b) َأِميَرةٌٌُ  (아미라: 여성), (c) َساِلمٌ ٌ  (살림: 남성), (d) ُمَحمَّدٌ ٌ  

(무함마드: 남성), (e) َكِريَمةٌٌُ (카리마: 여성) 

위의 가계도에서 여권소지자는  ٌُمَحمَّد이다. 아랍 인명에는 종종 ‘~의 아들’, ‘~의 

딸’)ِبْنت(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이 가계도에서 (e) َكِريَمةٌٌُ 의 여권에 들어갈 이름을 생각해보면 ٌٌِبْنُت َكِريَمُة
 .가 될 것이다(칼리드의 딸 카리마)َخاِل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