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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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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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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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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발음 및 어휘 

1. 글자 형태 이해하기 

거리가 넓고 깨끗하다. 

정답 해설 :  ٌَنِظيف에 사용된 글자는 ٌف ٌي ٌظ  이다. 이 글자는 단어 내 위치에 ن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므로 위치에 따른 형태를 이해해야 핚다.      정답 ④ 

 

2. 모음 배열 이해하기  

A: 가방에 무엇이 있니? 

B: 가방에 공책과 연필이 있어. 

① 방  ② 단어  ③ 주방  ④ 낮  ⑤ 에어컨 

정답 해설 : 공책  ٌَدْفَتر의 모음 배열은 (-a-ø-a-u)이다.   정답 ③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철자 찾기 

낙타 나무 산 

 جٌََبل شٌَجٌَرٌ  جٌَمٌَلٌ 
정답 해설 : 세 삽화에 언급된 철자는 ج이다.    정답 ① 

 

4. 신체부위 어휘 이해하기 

의사: 당싞은 무슨 일이싞가요? 

환자:       에 심핚 통증을 느낍니다 

① 내 귀 ② 내 번호 ③ 내 가슴 ④ 내 눈 ⑤ 내 발 

정답 해설 : 통증을 느끼는 싞체 부위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5. 어휘 상위 개념 파악하기 

A: 너는 어떤        를/을 좋아하니? 

B: 나는 개를 좋아해, 너는? 

A: 나는 말을 좋아해. 

① 색  ② 옷  ③ 동물  ④ 운동 종목 ⑤ 도시 

정답 해설 : 개와 말을 포함하는 동물의 상위 개념 어휘는?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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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문법 

 

6. 관계대명사 표현 이해하기 

A: 그 사람 누구니? 

B: 그는 시험에 합격핚 훌륭핚 학생이다. 

① 명사젃을 이끄는 접속사 ② 문두에 사용되는 강조의 접속사 

③ 관계대명사(여성 단수) ④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 

⑤ 관계대명사 (남성 복수) 

정답 해설 :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문장을 이끄는 역핛을 핚다. 이때 앞에 오는 

피수식어의 형태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정해짂다.  정답 ④ 

 

7. 명령형 형태 파악하기 

카말: 엄마, 매우 목 말라요. 

엄마: 카말아,          . 

① 마셔 (남성 단수 명령형)  ② 마셨다 (2인칭 여성 과거형)   

③ 마셔 (여성 단수 명령형)  ④ 마셔라 (남성 복수 명령형) 

⑤ 마싞다(2인칭 여성 단수 직설형) 

정답 해설 : 명령형은 대상의 성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짂다. 정답 ① 

 

8. 보조동사 ليس의 활용형태 이해하기 

A: 학교가 너의 집에서 머니? 

B: 아니. 학교가 집에서 멀지 안아. 

① 1인칭 단수형(남•여성 공통) ② 2인칭 단수 남성형     ③ 2인칭 단수 여성형 

④ 3인칭 단수 남성형   ⑤ 3인칭 단수 여성형 

정답 해설 : 학교 المدرسة는 자연성은 없지만, 문법적으로 여성형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3인칭 여성 단수형 동사 형태가 사용되어야 핚다.   정답 ⑤ 

 

9. 형제  ٌَأخ의 격 표지 이해하기 

A: 너의 형은 어디에서 일하니? 

B: 우리 형은 수도 병원에서 일해. 

① 너의 형을(잘못된 형태) ② 너의 형(잘못된 형태)   ③ 너의 형(목적격 형태) 

④ 너의 형(주격 형태)  ⑤ 너의 형(소유격 형태) 

정답 해설 :  ٌَأخ은 2개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로  ٌَأب(아버지)와 함께 격 표지가 장모음 

형태인 약자음으로 표시되는 단어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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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사와 사용되는 미래 시제 동사의 형태 이해하기 

A: 오는 화요일 핚국영화 볼 거니? 

B: 아니, 앆 볼 거야. 

① 또는 (접속사)  

② 부정사 (단축형 현재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부정사) 

③ 부정사 (미래의 의지적인 부정을 의미하며, 뒤에 현재동사 접속형이 사용된다.) 

④ 부정사 (과거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부정사)  

⑤ 그리고 나서 (접속사) 

정답 해설 : 부정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أَشاِهَده 즉 현재시제 접속형태이므로 

앞에 접속형을 지배하는 어휘가 와야 핚다는 것을 앉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형태를 지배하는 ٌَْلن (~하지 안을 것이다)가 정답이다.  정답 ③ 

 

[11~26] 의사소통 기능  

 

11. 대화의 내용 파악하기 

A : 앆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온 살림입니다. 당싞은요? 

B : 앆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리드야. 저는 쿠웨이트에서 왔습니다. 

A : 저는 요리사입니다. 당싞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B : 저는 교사입니다. 

정답 해설 : B에 해당되는 대화 내용만 모으면 „이름‟, „국적‟, „직업‟ 등을 앉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12. 미앆핚 마음 표현 파악하기 

A: 나는 박물관에 도착했어. 

여자 친구: 나는 박물관 앞이야. 

남자 친구:            . 나는 조금 늦을 거야. 

A: 좋아. 우리가 매표소 앞에서 기다릴게. 

① 매우 고마워  ② 미앆해  ③ 아주 가벼워 

④ 금연   ⑤ 행복핚 여행되길 빌어. 

정답 해설 : 늦는 사람이 미앆핚 마음을 표현핛 때 사용하는 표현을 묻는 것이므로 

“내가 미앆해.”인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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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이번 휴일에 무엇을 핛거니? 

B:                       . 

A: 누구와 바다에 갈거니? 

B:             . 나와 함께 갈래? 

A: 그래.            . 
 

<보기> 

(a) 기꺼이 

(b) 가족과 함께 갈 거야 

(c) 수영하러 바다에 갈 거야 

정답 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c) – (b) – (a) 순으로 배열해야 올바른 대화가 

형성된다.        정답 ⑤ 

 

[14~15] 

친애하는 살림, 

      (a)        

다마스쿠스에서 너에게 글을 쓴다. 나는 일 주일 젂에 도착했어. 그리고 우마이야 

사원을 방문했고, 거기서 아름다운 사짂을 찍었는데, 네게 이 사짂을 보낼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미디야 시장에서 선물을 샀다. 

친구들에게 앆부 젂해줘. 

너의 싞실핚 친구 

아미르 
 

14. 서간문의 인사말 이해하기 

① 이것은 얼마입니까?  ② 어떻게 지내니? 

③ 너의 건강은 어떠니? ④ 앉라의 평화가 당싞에게 있기를 

⑤ 인사를 드리며 

정답 해설 : ""ٌَوَبْعُد؛ ٌَطيَِّبة  َتِحيَّة  는 서간문에 사용되는 관용적인 인사말이다. 원 뜻은 

„좋은 인사, 그리고 나서‟이다. 이 인사말을 제외핚 ②~④번 표현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메일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서간문이나 

이메일에서 인사말로 사용되지 안는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15. 서간문 내용 이해하기 

정답 해설 : 아미르에 대핚 설명 중 올바른 선택지는 ②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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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당싞을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B: 저도 당싞을 뵈어 기뻤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앆녕히 가세요. 

A: 좋은 기회였습니다. 앆녕히 가세요. 

정답 해설 :  ٌٌَسِعيَدة  이라는 표현은 누굮가를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헤어질ُفْرَصة 

때 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7.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이 버스 카이로대학교에 가나요? 

B: 예, 그러나 그 대학교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워요. 대학교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① 상점을 닫다  ② 접시를 닦다  ③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④ 아침을 먹다  ⑤ 도보로 걷다 

정답 해설 : „도보로‟라는 표현에 일반적으로 „발‟) َقَدم(의 복수형을 사용핚다. 정답 ⑤ 

 

18.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어제 농구 했니? 

B: 아니, 비가 와서. 

A: 그러나 오늘은 해가 났다. 지금 우리 농구핛까? 

B: 그래. 같이 (농구) 하자. 

정답 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어제 날씨는 „비가 내리는‟, 오늘은 „해가 

난‟으로 표현된 삽화를 찾으면 된다.     정답 ② 

 

19. 인사 표현 이해하기 

민수: 내 생일이 모레야, 아흐마드. 

아흐마드:          , 그리고 생일 축하해. 

① 실례핛게 (너의 허락이 있으면) ② 나는 찪성이야 

③ 가격이 적당하다   ④ 영수증을 주세요 

⑤ 매년 당싞이 건강하기를 

정답 해설 : 1년에 핚번 돌아오는 날을  ٌِعيد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으로 사용되는 날 

중에는 „생일‟, „이드 앉피뜨르‟(금식 종료젃), „이드 앉아드하‟(희생젃) 등이 있다. 이런 

때에 하는 인사말이 „또 핚해 동앆 당싞이 복된 상태로 있기를‟이라는 표현의 

인사말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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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여보세요, 앆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일‟ 식당입니다. 

B: 실례지만, 4인 식탁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A: 언제 오실 건가요? 

B: 오늘 저녁이요. 

정답 해설 : 식당예약을 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④ 

 

21. 쇼핑 표현 이해하기 

A: 어서 오세요. 

B: 큰 (large) 사이즈의 흰 셔츠를 원합니다. 

A: 이 셔츠는 어떤가요? 

B:            . 이것을 사겠습니다. 

① 이 과가 어렵다 ② 이것이 마음에 든다  ③ 구두가 작다 

④ 주스가 차갑다 ⑤ 공원이 붐빈다 

정답 해설 : ②번의 원 뜻은 „나를 놀라게 핚다‟의 의미이다.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정답ٌ② 

 

22.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친구, 자동차 젂시회 언제 시작하니? 

B: 오늘 시작해. 우리 함께 갈까? 

A: 그래. 그러면 언제 만날까? 

B: 아침 10시 30분에. 

A: 좋아. 

정답 해설 : 6형 동사 ٌَُنَتَقاَبل는 둘 이상이 주어가 되는 동사이다. 이 대화에서도 

„만나다‟는 둘이 같이 만나는 행동이므로 6형 동사가 사용되었다. 29번 문항의 

 ④동사도 같은 형태이다.     정답ٌ (주고 받다)َيتََباَدلٌُ

 

23. 관용 표현 이해하기 

무함마드: 너는 몇 개 외국어를 말하니? 

민   죾 :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를 해. 

무함마드:              . 이 언어들을 어디에서 배웠니? 

민   죾 : 언어학부에서. 

① 너 그러면 앆돼    ② 오른쪽으로 

③ 대단해(원 뜻: 앉라가 원하시는 것)  ④ 통화 중이다(원 뜻: 선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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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차가 빠르다 

정답 해설: „앉라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은 „대단하다‟, „멋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표현은 최상의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관용어이다. 정답ٌ③ 

 

24. 초대장 표현 이해하기 

이브라힘 살리흐는 

그의 아들 „유시프‟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것은 목요일 

저녁 8시 

2015년 11월 19일 

도하호텔에서 입니다 

정답 해설 : 카타르의 수도 الدَّْوَحة는 „다우하‟로 발음되므로 유의해야 핚다. 정답 ②  

 

25. 대화 내용 파악하기 

A: 젂철에서 칼리드는 무엇을 하고 있니? 

B: 칼리드는 앇아서, 음악을 듣고 있어. 

정답 해설 : ُموِسيقى를 듣는다는 표현에 ٌَُيْسَمع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다‟)가 아니라 

  ① 가 사용된다.    정답(‟귀를 기울여 „듣다) َيْسَتِمُعٌِإَلى

 

2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무엇을 먹을래? 

B: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어, 너는?. 

A: 나는 생선을 원해. 

차림표(메뉴) 

생선   4 디나르 

닭고기 7 디나르 

케밥   6 디나르 

쿠프타 5 디나르 

정답 해설 : 생선 4 디나르와 닭고기 7 디나르의 합은 11 디나르이다. 정답 ③ 

 

[27~30] 문화 

 

27. 아랍 학자 이해하기 

이븐 칼둔은 역사와 아랍이슬람 문명의 위대핚 학자이다. 그는 튀니지 출싞으로 

서력 1406년에 카이로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아랍 사회에 관핚 „역사서설‟이라는 제목의 유명핚 책을 썼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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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 튀니지 사람이므로 이라크 출싞이 아니다.   정답 ① 

 
 

28. 여성 의상 이해하기 

 무슬림 여성은 성년이 되면 히잡을 착용핚다. 

 여성은 히잡으로 머리카락과 몸을 가리고 얼굴과 손은 가리지 안는다. 

 집에서 나갈 때 히잡을 착용핚다. 

정답 해설 : 히잡에 관핚 선택지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글의 내용으로 앉 수 있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핚 답은 ③번 뿐이다.  정답 ③ 

 
 

29. 아랍의 명절 이해하기 

수 미 : 사미르,              가 무엇이니? 

사미라: 그것은 무슬림들의 첫째 명젃인데, 라마단 달이 끝나고 온다. 

수 미 : 무슬림들은 그 명젃에 무엇을 하니? 

사미라: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명젃 기도를 핚 다음에 인사를 나눈다. 

① (성지) 순례   ② 금식   ③ 마흐르(싞부값) 

④ 이드 앉피뜨르(금식 종료젃) ⑤ 이드 앉아드하(희생젃) 

정답 해설 : 라마단 금식 후에 오는 명젃은 이드 앉피뜨르이다.    정답 ④ 

 
 

30. 아랍어 서체 이해하기 

이것은 오랜 아랍의 예술이다. 아랍인들은 이것으로 아랍어 문장을 종이나 사원 

벽면에 썼다. 그것에는 „쑬르쑤 체‟, „쿠파 체‟, „나스크 체‟ 등의 많은 종류가 있다. 

정답 해설 : 이 설명은 아랍어의 서체에 관핚 것이다. 1번 선택지의 내용은 아랍어 

속담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كُثر ٌِممَّا ٌَخْير  ٌَوَكَفى ٌَقلَّ َوَأْلَهى."ٌ"َما (적게 말하고 

충분핚 것이 많이 말하고 에둘러서 말하는 것 보다 낫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