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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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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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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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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발음 및 어휘 

1. 동일한 자음 이해하기 

O 이것이 바다이다. 

O (저기에) 산이 있다. 

정답 해설 : 두 문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ب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답 ① 

 

2. 모음 배열 이해하기 

A: 당신은 누구신가요? 

B: 저는 칼리드입니다. 

① 마른 대추야자 ② 살림(사람 이름) ③ 박물관  

④ 상자   ⑤ 간호사 
정답 해설 :   َخاِلد (kha:li:dun)의 모음 배열은 /a: - i - u/이다. 이 모음 배열과 같은 

낱말은 '살림'(sa:limun)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3. 어휘 파악하기 

정답 해설 : 그림은 연필) َقَلم(, 암소) (셔츠 ,)َبَقر   이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قِميص 

글자는  َق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4. 어휘 파악하기 

O 봄    에 날씨가 따듯하다. 

O 학교      에 학생들과 선생님(남)이 있다. 

① 쌀  ② 물  ③ 몸  ④ 계절(철), 교실 ⑤ 동물 
정답 해설 : 계절과 교실을 의미하는 어휘는 َفْصل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5. 동사 어휘 이해하기 

A: 너는 무엇을 마실 거니? 

B: 나는          마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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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을  ② 옷을  ③ 커피를 ④ 공책을 ⑤ 의자를 
정답 해설 : '마시다' 동사의 목적어로 알맞은 것은 '커피'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6~9] 문법 
 

6. 동사 활용형 이해하기 

자이납 : 마르얌아, 너 어제 어디 갔었니? 

마르얌 : (나는) 도서관에     . 
 

① 내가 갔다 (1인칭)   ② 네가 갔다 (2인칭 남성형)  

③ 네가 갔다 (2인칭 여성형)         ④ 그가 갔다 (3인칭 남성형) 

⑤ 그녀가 갔다 (3인칭 여성형) 

정답 해설 :완료형 동사의 1인칭 행위자는 동사 뒤에   ــــــت로 표시된다. '내가 갔다'는 

 ① 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ذَهْبت  

 

7. 보조동사  َلْيَس 이해하기 

A: 너의 형이 의사니? 

B: 아니, 나의 형은     가 아니야. 그는 회사 사장이야.  
 

① 의사 (남성형 주격)   ② 의사 (남성형 소유격)  

③ 의사 (남성형 목적격)     ④ 의사 (여성형 주격) 

⑤ 의사 (여성형 목적격) 

정답 해설 : 보조동사  َلْيَس의 보어는 남성형 목적격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8. 지시대명사 이해하기 

A:      이 너의 책이니? 

B: 그래,      이 내 책이야. 
 

① 저것(여성형)   ② 이것(남성형)   ③ 이것(여성형) 

④ 관계대명사(여성 단수형) ⑤ 그러나 그녀(여성 단수형)는 

정답 해설 : 보어인 '책'이 남성형이므로 주어도 남성형 지시대명사 ه  َذا가 사용되어야 

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9. 문법 오류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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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학교 학생이다. 나는 (a)4년전부터 아랍어를 공부한다. 내게는 아랍어 

공부가 (b)재미있다. 나는 지금 아랍어를 잘 말할 (c)수 있다.  

정답 해설 : 4년에서 '년'은 여성형이므로 '4'의 형태가 َأْرَبع이어야 하므로 정확한 

표현이다. '공부') ِدَراَسة(가 여성형이므로 보어인 '재미있다'도 여성형이어야 한다. 또 

'나는 ~할 수 있다')ي ْمِكن ِني(도  '할 수 있다' 동사 남성형에 1인칭 목적격 

접미인칭대명사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0~25] 의사소통 기능  

 

10. 인사말 이해하기 

A:                  . 

B: 안녕하세요.('그리고 당신에게도 그 평화가 함께하기를') 

① 만날 때까지   ② 밝은 아침('좋은 아침' 인사말에 대한 대답) 

③ 밝은 오후/저녁('좋은 오후/저녁' 인사말에 대한 대답) 

④ 평안과 함께(헤어질 때 인사말) 

⑤ 안녕하세요(이슬람식 인사, 원 의미: '그 평화(알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정답 해설 : 인사말과 대답에 '그 평화'가 사용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1. 관용어 파악하기 

A:       소금을 내게 줘. 

B: 자(여기 있어). 

① 멋있다 ② 훌륭하다 ③ ~해 주세요,please ④ 굉장히 훌륭하다 

⑤ 좋은 인사를 건네며(서간문 인사말에 사용되는 관용 표현) 

정답 해설 : 부탁할 때 사용하는 관용 표현 '~해 주세요',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말인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12. 글의 내용 파악하기 
 

내 이름은 마흐무드이다. 나는 모로코에서 왔다. 내 나이는 27세이다. 나는 내 

가족과 마라케시 도시에서 살고 있다. 

정답 해설 : 나이와 이름이 언급되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3. 대화 내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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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내 취미는 요리야, 너는? 

A: 나는 독서를 좋아해. 
 

① 너 어디 있니 ② 너 왜 그러니 ③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④ 누구신가요(전화 통화에서 사용되는 표현) ⑤ 너의 취미가 무엇이니 
정답 해설 : 취미를 묻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4. 안내문 이해하기 

아랍음식제 

주한 오만문화원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랍음식제로 

그리고 그것은 2022년 4월 15일에 

아침 10시 

문화원 홀에서 (입니다). 

정답 해설 :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참가비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5. 대화 내용 파악하기 

유수프: 여보세요, 사미르 선생님 계신가요? 

직원  : 아니오, 안 계세요. 

                            . 

유수프: 예. 

① 그는 기쁘다  ② 가격이 비싸다 ③ 그 신발이 새 것이다 

④ 거리가 넓다  ⑤ 잠시 후에 연락하세요 

정답 해설 : 통화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6.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B: 며칠 밤을 원하시나요? 

A: 하룻밤입니다. 

정답 해설 : 대화 중심 내용이 '방 예약'이므로 정답은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1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오후에 축구 할래? 

B: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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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아, 운동장에서 만나자. 

① (내가) 미안해   ② 찬성하지 않아  ③ 좋은 생각(이다) 

④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믿지) 않아 ⑤ 내게 다른 약속이 있어 

정답 해설: 긍정적인 답에 알맞은 찬성 표현은 ③번이다.                    정답 ③ 

 

18.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오는 일요일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B: 극장에서 영화를 볼 거야, 너는? 

A: 나는 농구를 할거야. 

정답 해설 : B가 일요일에 하려는 것은 영화 관람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9. 금지 표현 이해하기 

직원 : 전시회 안에서는 촬영 금지입니다. 

진수 : 미안합니다 

정답 해설: 사진 촬영 금지에 해당하는 표지판은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20. 교통 수단 표현 이해하기 

A : 너는 어떻게 집에 가니? 

B : 나는 지하철로 가, 너는? 

A : 버스로.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버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1. 대화 내용 파악하기 

판매원 : 어서 오세요,                 ? 

나빌라 : 가방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판매원 :                  ? 

나빌라 :                  . 그것을 구입할게요. 
 

<보기> 

(a) 그것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b) 당신(여)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c) 이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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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가방 구입 관련 대화 내용으로 바른 배열은 (b)-(c)-(a)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2.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 너 아픈 것 같아 보여,                ? 

B : 배에 통증을 느껴. 

A : 너는 병원에 가야 해. 

① 얼마입니까       ② 너의 치수는 얼마니     ③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④ 너의 건강은 어떠니      ⑤ 너는 어디 출신이니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건강 상태를 묻는 표현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3. 시간 표현 이해하기 

A : 기차는 부산역에 언제 도착하니? 

B : 한 시간 후에. 

A : 지금 몇 시니? 

B : 5시야.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차가 도착하는 시각은 6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4-25] 

아미라 : 여보세요, 주희야, 어떻게 지내니? 

주희   : 잘 지내. 

아미라 : 서울의 오늘 날씨는 어떠니? 

주희   : 화창해. 베이루트의 날씨는 어떠니? 

아미라 : 지금 비가 와. 

주희   : 네(여)가 암만으로 여행할 거라고 들었어, 언제 여행하니? 

아미라 : 내일, 인샤알라(알라께서 원하신다면) 

주희   :                      . 

아미라 : 고마워. 
 

24. 대화 내용 파악하기 

① 나는 피곤해                        ② 너에게 금지되어 있어(그러면 안돼)   

③ 나는 두통이 있어                   ④ 가격이 저렴해 

⑤ 나는 네(여)가 즐거운 여행을 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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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5. 날씨 표현 이해하기 

정답 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베이루트의 현재 날씨는 비가 온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26~30] 문화  

 

26. 아랍국가(아랍에미리트) 이해하기 

           은/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아랍 국가이다. 그것의 수도는 

아부다비이다. 그곳에는 “쉐이크 자이드”모스크와 “칼리파”타워(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많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 
 

① 카타르    ② 튀니지  ③ 수단   

④ 아랍에미리트 ⑤ 사우디아라비아 

정답 해설: 글의 내용이 설명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이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27. 이슬람 명절 이해하기 

희생절은 큰 명절로 알려진 이슬람 명절이다. 그것은 순례(핫지) 끝에 온다. 이 

때에 아랍 무슬림들은 인사를 나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명절(입니다)” 

또는“매년 잘 지내시기를”이라고 말한다. 
 

정답 해설: 희생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b), (c)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8. 아랍 서체 이해하기 

아랍 서체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중에는 쿠파체, 페르시아체, 디완체 등이 

있다. 아랍 서체는 가장 중요한 아랍 예술의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것을 아랍 

세계에서 사원과 궁전의 벽에서 볼 수 있다. 
 

정답 해설: 글의 중심 내용은 아랍 서체이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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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용 표현 이해하기 

아랍 무슬림들은 “알라” 단어를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환자의 회복을 

기원할 때 “알라께서 당신을 치료하시기를” 이라고 말한다. 
 

민수     : 무함마드야, 너는 조금 전에 식사를 시작할 때 무엇을 말했니? 

무함마드 : 나는 “                ”라고 말했어. 우리는 식사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 

① 알라의 이름으로   ② 알라께 찬미를                     

③ 알라께서 당신을 치료하시기를  ④ 알라께서 원하신 것(대단하구나)  

⑤ 알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정답 해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식사를 시작할 때 하는 말로 “알라의 

이름으로”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30. 아랍 인물(아흐마드 샤우끼) 이해하기 

아흐마드 샤우끼는 유명한 아랍 시인이며, 그는 “시인들의 왕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68년에 카이로에서 태어났다. 그는 카이로에 있는 법률 학교와 프랑스에 

있는 “몽펠리에”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많은 문학 작품을 썼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는 “알샤우끼야트” 시집이 있다.  

정답 해설: 아흐마드 샤우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