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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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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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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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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발음 및 어휘 

1. 사용된 철자 이해하기 

O 너의 상태가 어떠니, 무함마드야? 

O 이것은 큰 탁자이다. 

정답 해설 : َََحاُلك에 사용된 글자는 حَاَلَك이다.  ََكِبيَرة에 사용된 글자는 كَبَيَرَة이다. 이 

두 단어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ك인데, 그 형태가 독립형과 어말형은 ك 이고, 

어두형과 어중형은 ــــكـــ 이기 때문에 그 형태상의 변화가 많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④ 

 

 

 

 

2. 모음 배열 이해하기  

A: 안녕, 나는 아흐마드인데, 리비아에서 온 학생이야. 너는? 

B: 안녕, 나는 카타르에서 온 칼리드야. 

① 상인  ② 닭  ③ 대통령 ④ 가까운 ⑤ 열쇠 

정답 해설 : 밑줄 친 단어  ََطاِلب의 모음 배열은  ــَــــاــِــــُــ(-a:-i-u)이다. 능동분사형태인 이 

어휘의 모음 배열을 갖은 어휘는 ①이다.      정답 ① 

 

 

 

 

3. 어휘 상위 개념 파악하기  

A: 어떤       을 너는 좋아하니? 

B: 나는 빨강을 좋아해. 

① 나라  ② 일  ③ 색깔  ④ 계산  ⑤ 취미 

정답 해설 :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에 빨간 색이 언급되어 그 상위 개념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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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을 나타내는 어휘 파악하기 

입국 카드 

여권 번호: A12345678 

전체 이름: 압둘카림 알카따비 

국   적  :              

생년월일 : 1993/11/22 

방문 이유: 여행 

① 시리아인 ② 쿠웨이트인 ③ 약사  ④ 알제리인 ⑤ 레바논인 

정답 해설 : 5개 선택지 모두 관계형용사이다. 이 중에서 국가 이름 뒤에  َــِي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어휘가 아닌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5. 어휘 파악하기 

A: 나 목말라. 

B: 너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니? 

A:          을 원해. 

 

<보기> 

(a) 물  (b) 생선 (c) 소(고기) (d) 주스 

정답 해설 : 보기의 어휘 중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짝 지워진 것은 (a)와 

(d)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6~10] 문법 

 

6. 문법 오류 파악하기 

파티마는 요르단에서 1년 동안 아랍어를 공부했다. 

    (a) 

그리고 나서 지난 여름방학에 한국에 왔다. 

      (b) 

그리고 한국의 유적지 몇 곳을 방문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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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 (a)에서 전치사 뒤에 소유격 명사와 그 뒤로 계속되는 소유격 명사의 

연결형태가 잘 연결되었고, 그 뒤에 오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인 앞의 단어 ‘년’, ‘해’와 

바르게 일치되었다. (b)에서 피수식어는 여성형인데 수식어가 남성형으로 

사용되었다. 아랍어에서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 수, 격, 한정상태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b)에서는 ‘성’범주를 일치시키지 못하여 잘못이다. (c)에서는 ‘몇’을 의미하는 

 가 뒤에 복수 소유격 명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사용되었으므로 (a)와بعض

(c)가 올바르게 사용된 표현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7. 대명사 용례 이해하기 

A:        가 너의 딸이니? 

B: 그래        가 내 딸이야. 

① 그는(3인칭 남성 주격 인칭대명사) ② 너(2인칭 남성 주격 인칭대명사)  

③ 그(사람), 그것(남성형 지시대명사) ④ 이(사람), 이것(남성형 지시대명사)  

⑤ 이(사람), 이것(여성형 지시대명사) 

정답 해설 : 뒤에 오는 술어가 ‘딸’(여성형)이므로 앞의 주어도 여성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술어의 격 형태 이해하기 ليس .8

A: 은행이 너의 회사에서  (머) 니? 

B: 아니야, 은행은 나의 회사에서  (멀지) 않아. 

 (a) (b)   (a) (b) 

① 주격 주격  ② 주격 목적격 

③ 목적격 소유격  ④ 목적격 목적격 

⑤ 소유격 주격     

정답 해설 : 대화문 A에서 술어는 주격 형태이지만, B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لْيَس의 술어이므로 목적격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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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사 단축형(태) 이해하기 

A: 어제 자동차 전시회에 갔었니? 

B: 아니, 거기에 가지 못했어. 

A: 왜? 

B: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① 1인칭 단축형(태) ② 2인칭 남성 단축형(태) ③ 3인칭 남성 단축형(태) 

④ 1인칭 직설법 형태 ⑤ 2인칭 남성 직설법 형태 

정답 해설 : 과거 시제 부정을 표현하는 ََْلم + 미완료 단축형(태)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이며, 자신이 가지 못했다는 답에서 1인칭 동사의 단축형(태)을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0~25] 의사소통 기능  

 

10. 생일 축하 인사 표현 이해하기 

A: 우리 집에 어서 와. 

B: 너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 

A: 고마워. 

① 나는 피곤하다  ② 그 소년은 게으르다  ③ 똑바로 가세요 

④ 이것은 옳지않아  ⑤ 매년 네가 잘 지내기를 (또 한 해도 잘 지내) 

정답 해설 : ِعيد는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명절이나 생일에 사용되는 어휘이다. 

이처럼 매년 한번씩 돌아오는 날 건네는 인사말이 ‘매년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또 

한 해도 안녕하시기를’이므로 생일 인사로 적당한 표현은 ⑤번이다. 정답 ⑤ 

 

 

11. 날씨 표현 이해하기 

A: 트리폴리 지금 날씨가 어떠니? 

B: 여기 비와. 

정답 해설 : 날씨 표현 중에서 ‘비’가  ََمَطر이고 ‘비가 오다’는 표현이  َُمْمِطر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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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격 묻는 표현 이해하기 

상   인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흐무드: 운동화를 원합니다. 

상   인 : 이 신발은 어떤가요? 

마흐무드: 적당하네요.              . 

 

<보기> 

(a) 몇 번 (b) 가격이 얼마인가요 (c) 값이 얼마인가요 (d) 몇 시인가요 

정답 해설 : 가격을 묻는 표현은 (b)와 (c)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3. 대화 내용 파악하기 

카 림 : 여보세요, 하미드야, 사미르 찾았니? 

히미드: 아니 아직 못찾았어. 사미르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카 림 : 그는 아랍 전통 복장을 입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으며, 손에 가방을 

들었다고 해. 

히미드: 내가 그를 찾아볼게. 

정답 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전통 복장인 ُدْشَداش를 입고, 가방을 든 사람은 

①번이다.         정답 ① 

 

 

 

14. 인사 표현 이해하기 

A: 좋은 아침. 

B: 밝은 아침. 
 

A: 좋은 저녁. 

B: 밝은 저녁. 

① 복, 좋음 ② 빛 ③ 기회  ④ (다시) 만날 때까지 ⑤ 안녕히(잘 가) 

정답 해설 : 일반적으로 ‘복된 아침’, ‘복된 저녁’이라고 인사를 하면 ‘빛나는 아침’, 

‘빛나는 저녁’으로 답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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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기차가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언제 출발하니? 

B: 15분 뒤에. 

A: 기차로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몇 시간 걸니니? 

B: 3 시간. 

A: 좋아, 서울역에서 보자, 인샤알라. 

정답 해설 : 대화하는 현재 시각이 1시 45분이고 15분 뒤에 열차가 출발하며, 

서울역까지 3시간 걸리므로 현재 시각으로부터 3시간 15분 후에 만날 예정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6.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제가 어제 이 셔츠를 샀는데요, 바꿀 수 있을까요? 

B: 예, 문제가 무엇입니까? 

A: 이 셔츠가 제게 작습니다. 더 큰 치수 있습니까? 

B: 예, 자 (이것입니다). 

정답 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치수가 작은 셔츠를 교환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7. 금지 표현 파악하기 

A: 해변 예쁘다. 

B: 정말, 멋있다! 우리 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니? 

A: 아니. “수영이 금지되었습니다”는 이 표지판을 봐. 

정답 해설 : 일반적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강조를 위해서 ممنوع이 앞에 

사용되고 주어가 뒤에 오는데, 이 문항에서 사용된 표현은 일반 서술문으로 

표현하여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묻는 문항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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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내문의 내용 파악하기 

한국 예술 특별전시 

일시 

5월 5일부터 28일까지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표 가격 

성인: 25 파운드 / 학생 15 파운드 

장소 

카이로 이슬람 예술 박물관 

정답 해설 :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⑤번 반입 금지 품목이다. 정답 ⑤ 

 

19.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달러를 환전하고 싶습니다. 튀니지 디나르 가격이 얼마입니까? 

B: 1 달러에 3 디나르입니다. 

A: 이것이 150 달러입니다. 

B: 그리고 이것은        디나르입니다. 

① 350  ② 430  ③ 450  ④ 530  ⑤ 550 

정답 해설 : 대화 내용 파악과 함께 아랍 숫자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아랍 숫자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와 구분이 쉽지 않은 4(4)와 아랍 숫자 중에서 0과 

5의 구분이 어려운 5(5)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450이므로 

③번이다.         정답 ③ 

 

20. 글의 내용 파악하기 

A: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               . 

B: 그래, 두통이 있어. 

A: 약은 먹었니? 

B: 응, 먹었어. 

① 이것은 (값이) 싸다  ② 기꺼이  ③ 오른쪽으로  

④ 너 아파 보여  ⑤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해설 : 상대에게 ~로 보인다라는 의미의 يبدو와 환자라는 어휘 َ َمِريض을 묻는 

문항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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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너는 공항에 어떻게 왔니? 

B: 버스로. 너도 버스를 탔니? 

A: 아니, 버스보다 전철이 빨라서 나는 전철을 탔어. 

정답 해설 :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와 (b)이다.  정답َ① 

 

 

 

 

 

[22~23] 

친애하는 나빌 

인사를 건네고 나서; 

너의 건강은 어때? 나는 그제 카이로에 도착했다. 

그리고 어제 카이로의 전통 시장인 칸 알칼리리 시장에 방문했어. 그리고 나서 

이슬람학으로 유명한 알아즈하르대학교에도 갔어. 

오늘은 기자에 있는 옛 유적을 모았어. 피라미드들과 스핑크스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집트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 

내일 베이루트로 돌아갈 거야. 내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줘. 

너의 신실한 친구 

카디자 

 

22. 글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카디자가 다마스쿠스가 아니라 

베이루트로 돌아갈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④ 

 

 

 

 

23. 글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해설: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방문한 곳은 (a) َُاْلَخِليِليَ  َخان  (칸 알칼릴리), (c) 

اْْلَْزَهرَِ َجاِمَعةَُ (알아즈하르대학교), (b) ََِاْلَهْول ََوَأُبو  이므로(피라미드와 스핑크스) َاْْلَْهَراُم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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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의 순서 이해하기 

A: 너 수요일에 나와 탁구 칠 수 있니? 

B:           (c)              . 

A:           (a)              ? 

B:           (b)              . 

A: 좋아, 일요일에 만나자. 

 

<보기> 

(a) 일요일은 어때 

(b) 그날은 바쁘지 않아 

(c) 미안해, 수요일에는 약속이 있어. 

정답 해설 : 대화문의 흐름을 보아 (c) – (a) – (b) 순서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④  

 

25.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너는 언제 모로코로 여행 가니? 

B: 오는 목요일에. 

A: 모로코에서 무엇을(어디를) 방문할 거니? 

B: 나는 관광으로 마라케시, 카사 블랑카, 페스를 방문할 거야. 

A: 훌륭하다.                       . 

① 그러면 안돼(너에게 금지된 거야) ② 통화 중이다  ③ 냉장고가 비싸다 

④ 문을 조금 열어라   ⑤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래 

정답 해설 :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은 ⑤번이다.  정답 ⑤ 

 

[26~30] 문화 

 

26. 나왈 알사으다위 이해하기 

나왈 알사으다위는 이집트의 유명한 작가이자 의사이다. 그녀는 

카이로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집트 공중보건청장이 되었다. 나왈 알사으다위는 

『여성과 성』과 같이 아랍 세계의 인권과 여성 문제에 관한 많은 책을 

썼다. 

정답 해설 : 나왈 알사으다위가 공중보건청장을 역임한 것이지 보건성 장관을 

역임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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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우디아라비아 이해하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아라비아반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사우디 땅의 대부분은 

사막성이고, 사우디에서 가장 큰 사막은 ‘알루브으 알칼리’이다. 사우디의 대도시는 

리야드, 제다, (알)담맘, 메카이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며 정치 중심지이고, 

제다는 상업도시이며, (알)담맘은 석유 산업의 중심지이다. 메카로 말하자면 중요한 

이슬람 도시이다. 매년 성지순례를 위해서 무슬림들이 메카를 방문한다. 

정답 해설 : 글에서 리야드가 수도이고, 정치 중심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석유 산업의 

중심지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8. 헤지라력(이슬람력) 이해하기 

헤지라력(이슬람력)은 음력이다. 헤지라력은 622년에 시작되었다. 헤지라력에는 

서력처럼 12달이 있지만, 헤자라력 1년이 서력 1년보다 10일, 혹은 11일이 짧다. 

현재 대부분의 아랍국가에서 아랍인들은 일상 생활에서는 서력을 사용하지만, 

이슬람 행사에는 헤지라력을 사용한다. 

정답 해설 : 글의 내용 중에서 헤지라력이 서력보다 10~11일 짧다고 

언급하였으므로 ④번 선택지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29. 아바스 왕조 이해하기 

아바스(아랍어로는 ‘압바스’)인들의 국가는 8세기에 세워졌다. 바그다드가 

아바스국가의 수도였다. 아바스(왕조의) 칼리프들은 고대 외국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바이트 알히크마’는 학문과 번역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수학, 문학, 

철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이 외국어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정답 해설 : 글의 내용 중에서 번역은 외국어에서 아랍어로 이루어 졌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은 ④번이다.   정답 ④ 
 

 

30. 이슬람 희생제 이해하기 

이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 명절 중 하나이다. 이 명절은 매년 (이슬람력 12월인) 

‘두 알힛자’에 성지순례가 끝나면 온다. 이 명절은 ‘큰 명절’이라고도 불린다. 

무슬림들은 이 명절에 일반적으로 양을 도축한다.  

① 자카트(구빈세) ② 라마단(이슬람력 9월) ③ 피트르 명절 

④ 아랍 서체  ⑤ 희생제 

정답 해설 :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명절은 희생제인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