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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⑤  18. ②  19. ③  20. ② 

21. ②  22. ①  23. ④  24. ③  25. ③  26. ⑤  27. ③  28. ⑤  29. ④  30. ③ 

 

 

[1~5] 발음 및 어휘 

1. 모음 배열 이해하기  

A: 그는 누구니? 

B: 그는 레바논 학생이야. 

① 문  ② 쉬운, 평지  ③ 우편  ④ 완전한 ⑤ 목마른 

정답해설 : ‘학생’과 ‘완전한’이 같은 모음 구조인 /-a:-i-u/이다.      정답 ④ 

 

2. 사용된 철자 이해하기  

O 동물원이 어디입니까? 

O 칼리드는 주스를 마십니다. 

정답해설 : ‘동물들’에서 ي의 어중형인 ــــيــ가 사용되었고, ‘마시다’에서는 어두형인 يــــ가 

사용되었으므로 공통으로 사용된 철자는 ي이다.        정답 ⑤ 

 

3. 어휘 내의 철자 파악하기  

정답해설 : 세로 어휘는  ٌ(9) ِتْسَعة이고, 가로 어휘는  ٌِمْلَعَقة (숟가락)이다.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ع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4. 어휘 파악하기 

A: 당신은 어떤 운동을 좋아합니까? 

B: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당신은요? 

A: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① 몸, 신체 ② 공, 구 ③ 장소  ④ 지도  ⑤ 사전 

정답해설 : ‘공’의 의미에 해당되는 ‘~구’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② 
 

5. 어휘 설명 이해하기 

아랍어 - 아랍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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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① 히잡  ② 전화  ③ 올리브 ④ 교사  ⑤ 계산서 

정답해설 : ‘교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6~9] 문법 

 

6. 전치사 표현 이해하기 

A: 공항이 여기에서 멉니까? 

B: 아니오. (그것은)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A: 마흐무드가 카말보다 더 큽니까(나이가 많습니까)? 

B: 예, 마후무드가 그보다 더 큽니다. 

① ~부터, 보다   ② ~로, ~까지 ③ ~위에 ④ ~부터, 이래    ⑤ 까지 

정답해설 : ‘가깝다’라는 형용사 뒤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من이다. 또 비교급 뒤에 

오는 전치사도 ٌِْمن이 사용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7. 문법 오류 파악하기 

A: 너 아픈 것 같다. 무슨 일이니? 

     (a) 

B: (내) 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b) 

A: 병원에 갔었니? 

B: 아니. 아직 안 갔어. 

               (c) 

정답해설 : (a)는 주어와 술어의 일치, (b)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일치, (c)에서는 

과거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미완료동사 단축 형태의 구조를 나타낸다. (b)는 

남성형 명사 + 여성형 형용사의 구조이므로 수식할 때 성, 수, 격, 한정 상태를 

모두 일치시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8. 시제 보조동사인 ٌََكان 동사 활용형 이해하기 

A: 경기 후에 어디 있었니? 

B: 집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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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2인칭 질문에 1인칭으로 답하면 되니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9. 동사 ٌُُيْعِجب 표현 이해하기 

A: 이 구두에 대한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 

B: 이 구두가 매우 (내 마음에 든다). 

① 너(2인칭 남성형)의 마음에 든다 (동사: 2인칭 남성형, 3인칭 여성형 단수) 

② 그(3인칭 남성형)의 마음에 든다 (동사: 2인칭 남성형 단수, 3인칭 여성형 단수) 

③ 그(3인칭 남성형)의 마음에 든다 (동사: 3인칭 남성형 단수) 

④ 나(1인칭)의 마음에 든다 (동사: 2인칭 남성형 단수, 3인칭 여성형 단수) 

⑤ 나(1인칭)의 마음에 든다 (동사: 3인칭 남성형 단수) 

정답해설 : 주어인 الحذاء이 남성형이니까 ٌُبٌُجٌِعٌْي  남성형 동사에 1인칭 목적어가 오는 

형태인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0~25] 의사소통 기능  

 

10. 인사말 이해하기 

사미라:       , 나빌? 

나 빌 : 나는 잘 지내, 너는? 

사미라: 나 잘 지내, 덕분에(알라에게 찬미를) 

① 너의 나이가 몇이니  ② 어떻게 지내니 ③ 언제 도착했니 

④ 무엇을 요리하니  ⑤ 왜 늦었니 

정답해설 : ‘잘 지내’라는 답으로 보아 질문은 ②번이다.             정답 ② 

 

11. 전화 표현 이해하기 

오마르: 여보세요, 하산 교수님 계시나요? 

직 원 : 예, 계세요,           . 

오마르: 예. 
 

<보기> 

(a) 잠시만요              (b) 저는 피곤합니다   

(c) 가볍지 않아요         (d) 잠시 기다리세요 

정답해설 :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이 (a)와 (d)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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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용어 이해하기 

A: 튀니지로 언제 떠나니? 

B: 3일 후에,            . 

A: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래. 

B: 고마워. 

① 그는 배고프다    ② 적당하지 않아, 그럴 리가   

③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아  ④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라면)   

⑤ 책상이 작다 

정답해설 : 미래에 대해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관용 표현은 ④번이다.       정답 ④ 

 

13. 대화 내용 파악하기 

입국비자 요청(서) 

이름: 파리드 무함마드 아흐마드 출생일: 1994/7/26 

국적: 쿠웨이트인 출생지: 알살리미야 

여권 번호: 8524169 방문 기간: 한 달 

정답 해설 : 국적이 바레인이 아니라 쿠웨이트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4. 감정 표현 파악하기 

A: 방과 후에 나와 함께 영화 볼 수 있니? 

B:          , 너와 (그것을) 볼 수 없어. 

A: 왜? 너 바쁘니? 

B: 그래, 어머니와 약속이 있어. 
 

① 맞아   ② 좋아   ③ 미안해  

④ 나는 찬성이야 ⑤ 좋은 생각이다 

정답해설 : 사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5. 날씨 표현 이해하기 

수아드  :  오빠(혹은 남동생), 지금 도하 날씨 어때? 

이브라힘: 쨍쨍해(해가 났어), 알제는 날씨가 어때? 

수아드  :  아침에는 흐렸는데, 지금은 비 와. 

정답해설 :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해가 난 날씨이고,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날씨는 

비가 오는 날씨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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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화 내용 파악하기 

압둘카림: 좋은 아침입니다, 싱글 침대 방을                . 

호텔 직원: 좋은 아침입니다, 몇 밤을 원하시나요? 

압둘카림: 오늘부터 4 밤이요. 

①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② 나갑시다  ③ 저는 예술을 공부합니다 

④ 번호가 틀립니다  ⑤ 예약하고 싶습니다 

정답해설 : 호텔 방을 예약하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7. 길 묻는 표현 이해하기 

A: 실례합니다만, 페트라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B: 알후세인 거리에 (있습니다). 

A:                 ? 

B: 똑바로 가시면 앞쪽에 있습니다(당신 앞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① 당신과 누가 함께 있나요  ② 우리 어디에서 만나나요  

③ 무엇을 읽고 있나요   ④ 몇 번 방문하셨나요  

⑤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정답해설 : 어떤 방법으로 가야하는지를 길을 묻는 말은 ⑤번이다.       정답 ⑤ 

 

18. 초대장 내용 파악하기 

초대장 

이집트문화센터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이로영화제로 

람세스 영화관에서 

그것은 2018년 12월 4일 

저녁 6시 

정답해설 : 초대장은 영화제로 초대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9. 글의 순서 파악하기 

A:                    ? 

B: 이달 5일에. 

A:                    ? 

B:                    ? 

A: 예,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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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a) 나를 도와줄래 

(b) 암만으로 언제 돌아오니 

(c) 너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샀니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을 보아서 둘째와 셋째 빈칸에는 هل로 시작되는 문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b-c-a 순으로 대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정답 ③ 

 

20. 대화 내용 파악하기 

사과 포도 바나나 

1kg에 10파운드 1kg에 8파운드 1kg에 7파운드 
 

상 인 : 안녕하세요. 오늘 과일이 신선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파띠마: 포도와 바나나는 원합니다. 

상 인 : 몇 kg을 원하시나요? 

파띠마: 포도 1kg, 바나나 1kg을 원합니다. 

① 14파운드 ② 15파운드 ③ 17파운드  ④ 18파운드 ⑤ 25파운드 

정답해설 : 포도는 1kg에 8파운드, 바나나는 1kg에 7파운드이니, 파띠마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5파운드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② 

 

[21~22] 

           살림 

잘 지내지, 

나는 지난 주에 너의 나의 나라 에미리트에 도착했고, 두바이에서 부르즈 

칼리파와 부르주 알아랍을 보았다. 너의 가족도 만나서, 함께 사막에 가, 

(그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나는 샤르자(알샤리까) 대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아랍어를 공부할 거야.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줘. 

너의 신실한 친구 

지 훈 

 

21. 서간문에서 사용되는 호칭 이해하기 

① 약을 드세요  ② 내 (친애하는) 친구  ③ 가방이 무겁습니다  

④ 거리가 이 붐빕니다 ⑤ 촬영 금지 

정답해설 : 서간문에서 수신자 이름 앞에 사용하는 호칭은 ②번이다.      정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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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글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해설 : 서신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지훈이 아부다비에서 박물관 갔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① 

 

23.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무엇을 원하시나요? 

B: 사이즈가 ‘대’자인 체육복 바지를 원합니다. 

A: 자. 이것이 그 사이즈입니다. 

B: 감사합니다. 이 바지가             . 이것을 사겠습니다. 

① 슬픕니다  ② 게으릅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④ 저에게 적당합니다 ⑤ 제에게 두통이 있습니다 

정답해설 : ‘내게 적당하다’라는 표현인 ④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24.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강의가 언제 시작되니? 

B: 반 시간(30분) 후에. 

A: 지금 몇 시니? 

B: 2시 반이야. 

정답해설 : 강의 시작 시각은 3시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③ 

 

25. 대화 내용 파악하기 

유수프: 저녁 식사 후에 뭐 할 거니? 

민 준 : 내 방을 청소할 거야, 너는? 

유수프: 나는 클럽에서 수영할 거야. 

정답해설 : 유수프가 하려는 것은 수영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6~30] 문화 

 

26. 이슬람 음식 문화 이해하기 

아랍 국가에는 모로코의 쿠스쿠스, 시리아의 케밥 같은 다양한 서민 음식이 있다. 

아랍 무슬림들은 할랄(허용된 것) 음식을 먹지만, 돼지고기는 하람(금지된 

것)이므로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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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선호하는 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7. 아랍 시장 이해하기 

큰 아랍 도시마다 오래된 시장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명칭은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시장 중에는 알아타바 시장과 알마나마 시장이 있다. 

또 칸 알칼릴리 시장과 알하미디야 시장과 같이 (몇 몇) 사람의 이름에서 시장 

명칭이 유래되기도 했다. 

정답해설 : 시장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a)와 (b)이다.       정답 ③ 

 

28. 이슬람의 금요일 이해하기 

금요일은 이슬람 문화에서 중요한 날이다. 이날 정오에 무슬림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사원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금요 예배를 행한다. 이 날이 무슬림들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모으기때문에 이날이 금요일(모임의 날)이라고 불린다. 

정답해설 : 무슬림들 모임의 날, 금요일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⑤ 

 

29. 이슬람 인사말 이해하기 

아랍 무슬림들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이슬람 아랍 표현을 말한다. (그들은) 만날 

때 인사를 위해서                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사에 대한 답은 

“당신들에게도 그 평화(원 의미: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이다. 또 그들은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원 의미: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이슬람 아랍 명절에 축하할 때에 “매년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이라고 말한다. 

① 알라의 이름으로            ② (다시) 만날 때까지 ③ 안녕히 (가세요) 

④ 그 평화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⑤ 행복한 생일(‘Happy birthday’의 아랍어 표현) 

정답해설 : 이슬람식 인사말로, 답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정답 ④ 

 

30. 시인 니자르 깝바니에 관한 글 이해하기 

니자르 깝바니는 아랍 세계에서 유명한 시리아 시인이다. 그는 1923년 

다마스쿠수에서 태어났고, 시리아대학교(1958년에 다마스쿠스대학교로 바뀜) 

법대에서 공부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랍과 외국의 수도에 

주재하는(아랍국가와 외국의 수도에 있는) 시리아 대사관에서 일했다. 그는 많은 

책에서 사랑과 여성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 ٌ ٌِلي السَّْمَراءٌَُقاَلْت  (갈색의 여인이 

내게 말했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시집)을 썼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