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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a) 예쁜 꽃이구나!

(b) 여기 500유로입니다.

(c) 겨울이다.

(d) 그는 노래를 불렀다.

(e) 그의 부모님은 프랑스에서 오셨다. 

A: 이 식사는 맛이 좋네요!

B: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음식점의 요리사는 훌륭하네요.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③ ④ ① ② ② ① ② ③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⑤ ⑤ ② ⑤ ① ③ ② ⑤ ④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① ③ ④ ⑤ ③ ① ① ⑤ ③

[해설]

1. [정 답] ④

[출제의도] 마지막 자음의 발음 여부 

[해 설] 프랑스어 끝 자음은 대개 발음되지 않으나 ‘c, f, l, r’로 끝날 경우는 대체

로 발음이 된다. chef는 f가 끝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된다. 

2. [정 답] ③

[출제의도] 철자

[해 설] 철자를 바르게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a) Quelles belles fleurs! (b) 

Voici cinq cents euros. (d) Il a chanté une chanson. (e) Ses parents sont 

venus de France. 따라서 받아쓰기 철자가 바른 것은 (c)이다. 

3. [정 답] ④

[출제의도] 어휘

[해 설] 집을 소개하고 있는 대화이므로 maison이 들어가야 알맞다.. 

A: 들어오세요, 나는 당신에게 집을 보여 줄게요.

B: 당신 집, 크네요!

A: 네, 저기는 거실이고, 부엌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방은 뒤에 있어요.

① 역 ② 가족    ③ 구내식당          ④ 집           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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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너 뭐해?

B: 나는 내 안경을 찾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A: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B: 물론 이죠.

A: 고맙습니다, 안내소가 어디인가요?

B: 저쪽입니다.

A: 몇 시니?

B: 정확하게 정오야.

A: 나 한잔만 마실래, 그리고 가자.

B: 그래,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리는 확실히 5시경에 마르세유에 있을 

거야. 

성: Sartre   이름: Adrien    나이: 18세    국적: 스위스

언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취미: 고전음악, 사진

4. [정 답] ①

[출제의도] 어휘

[해 설] juste는 <정확하게, 겨우, 간신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는 exactement과 seulement이다. 

 

 5. [정 답] ②

[출제의도] 어휘

[해 설] arriver à +inf -하기에 이르다.  

 ① 믿다. ② 이르다.   ③ 결정하다. 

 ④ 가져오다. ⑤ 시작하다.

6. [정 답] ②

[출제의도] 자기소개

[해 설] 소개된 인물의 나이는 18세이므로 설명이 알맞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① 그는 스위스인 이다.    ② 그는 16세이다.  ③ 그는 프랑스어를 한다.

 ④ 그는 Adrien Sartre이다.    ⑤ 그는 고전음악을 좋아한다. 

7. [정 답] ①

[출제의도] 승낙하기

[해 설] 승낙의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①번 Bien sûr(물론이죠)이다.

 ① 물론 이죠 ② 유감스러운 일이다  ③ 유감스럽다

 ④ 괜찮지 않다 ⑤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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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B: 오, 이거 예쁘다! __________!

A: 천만에

8. [정 답] ②

[출제의도] 사과하기

[해 설] 발을 밟은 상황에서 사과하기 표현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A: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B: 괜찮아요.

 ① 기꺼이 ② 죄송합니다  ③ 드세요

 ④ 행운을 빌어 ⑤ 서두르세요

9. [정 답] ③

[출제의도] 감사하기

[해 설] C'est trop!는 칭찬에 대한 대답,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말. 

Tu es vraiment gentil! 감사에 대한 표현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a. 너무 과해    b. 천만에     c. 정말 고마워

10. [정 답] ②

[출제의도] 제안하기

[해 설] 제안에 대한 승낙의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Je veux bien (좋아요.)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우리 토요일에 박물관 갈래?

- 좋아.

-그러면, 3시에 박물관에서 만나자.

 ① 불가능해!  ② 좋아.   ③ 나 이미 약속이 있어.

 ④ 문제 밖의 일이야. ⑤ 나는 시간이 없어

11. [정 답] ④

[출제의도] 가격 묻기

[해 설]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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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édéric이 오늘 저녁에 오니?

B: ___________.

A: 잘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해.

a. 알았어  b. 환영해   c. 맞아   d. 확실해

A: 바게트 한 개와 크로와상 2개 주세요.

B: 여기 있습니다, 부인.

A: 얼마입니까?

B: 3유로 50입니다.

 ① 괜찮아 ② 며칠이야 ③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④ 얼마입니까 ⑤ 누구세요

12. [정 답] ⑤

[출제의도] 확신 표현하기

[해 설] 대화에서 B는 A의 물음에 확신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3. [정 답] ⑤

[출제의도] 의무 말하기

[해 설] 자리에 관한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도서관에서

-나는 책에 낙서하지 않는다.

-나는 소음을 내지 않는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나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정 답] ②

[출제의도] 음식 주문하기

[해 설]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a-c-b의 순서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A: 식사 끝내셨나요?

B: 네, 매우 맛있었습니다.

A: 디저트 드시겠어요?

B: 디저트는 뭐가 있나요?

A: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는 과일이 있어요.

B: 초코릿 아이스크림 먹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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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는 <선생님들>이라는 영화를 봤어. 

B: 정말? 좋았어?

A: ___________.

B: 나 역시 정말 좋았어.

a. 당연히

b. 무슨 일이야

c. 어디가 아프니

d. 너는 어떻게 병원에 가니

A: 나는 별로 안 좋아.

B: _________________?

A: 나는 열이 나고 목구멍이 아프다.

15. [정 답] ⑤

[출제의도] 포스터 이해하기

[해 설] 포스터의 중심 내용은 다양성 존중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

각자는 다르다.  

16. [정 답] ①

[출제의도] 의견 말하기

[해 설] 대화의 흐름상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하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번이다.

 ① 나아 질 거야 ② 좋은 영화야   ③ 매우 즐거웠어

 ④ 영화는 괜찮았어 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해

17. [정 답] ③

[출제의도] 건강 상태 묻기

[해 설] 건강 상태를 묻는 표현은 b, c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8. [정 답] ②

[출제의도] 길 찾기

[해 설] 안내해 준 곳은 (b)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A: Jules Ferry 고등학교가 어디인가요?

B: 곧장 쭉 가세요. 왼쪽 두 번째 길에서 도세요.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 고등학교는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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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 Blanc : 이 자동차는 누구 것이니? 나는 떠나야 해!

M. Martin : _____________

Mme Blanc : 너는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니?

A: 튀니스행 표 주세요.

B: 며칠에 떠나세요?

A: 다음주 목요일, 12월 12일이요. 

B: ________________?

A: 일주일 후, 12월 19일이요.

나의 아이들에게,

나는 오늘 늦게 돌아온단다. 나 없이 저녁식사를 해라.

냉장고에 닭고기와 샐러드가 있단다. 저녁식사 후에 너희들의 숙제를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 

그러나 외출은 하자마라! 

좋은 저녁시간 보내!

엄마가

19. [정 답] ⑤

[출제의도] 소유 확인하기

[해 설] 대화의 마지막 문장에서 자동차는 그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⑤

번이다. 

 ① 너의 것이다       ② 나는 자동차가 있다    ③ 너의 자동차이다

 ④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⑤ 나의 아빠의 자동차이다.

20. [정 답] ④

[출제의도] 물건 사기

[해 설] 대화의 흐름상 돌아오는 날짜를 묻는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① 당시는 어디서 오시 나요   ② 오늘 며칠 입니까  

 ③ 몇 명이세요?  ④ 당신은 언제 다시 오시 나요

 ⑤ 당신은 누구와 여행 하세요

21. [정 답] ②

[출제의도] 편지

[해 설] 편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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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u: 프랑스 사람들은 언제 볼 뽀뽀를 하니?

Amélie: 그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해.

Minsou: 일반적으로 그들은 몇 번이나 볼 뽀뽀를 하니?

Amélie: 파리에서는 2번. 그러나 어떤 지방에서는 3번 또는 4번해.

1989년에 첫 번째 프랑스어권 경기대회가 모로코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로, 4년마다, 스포츠와 예술 행사를 한다. 최근에는 니스에서 프랑스어권 

77개 회원국 중 57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22. [정 답] ①

[출제의도] 생활

[해 설] la bise (볼 뽀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번이다.

23. [정 답] ③

[출제의도] 지리

[해 설] Sacré-Cœur성당은 센 강의 북쪽에 있으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번이다.

① 에펠탑은 7구에 있다.

② 파리는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③ Sacré-Cœur성당은 센 강 남쪽에 있다.

④ 센 강은 동서로 도시를 가로 지른다.

⑤ 루브르와 노르트담 성당은 중심부에 있다.

24.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Albert Camus

[해 설] Albert Camus의 가족 관계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그는 알제리에서 1913년 11월 7일에 태어났다.

- 그는 Paris-Soir와 Combat에서 기자였다.

- 그는 이방인, 흑사병을 썼다.

- 그는 195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 그는 자동차 사고로 1960년에 사망했다.

25. [정 답] ⑤

[출제의도] 포스터 내용 이해하기

[해 설] 포스터를 통해 최근 니스에서 열린 대회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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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 답] ③

[출제의도] 어순 

[해 설] J'en voudrais un peu et du sucre. 이므로 (a)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③

번이다. 

A: 당신은 우유를 원하세요?

B: 네, 나는 약간의 우유와 또한 설탕을 원합니다.

27. [정 답] ①

[출제의도] 감탄문

[해 설] 수량을 나타내는 감탄문은 Que de를 사용한다.

A: 너는 바다에서 좋은 주말을 보냈니?

B: 응, 그런데 해변에 너무 사람이 많았어!

28. [정 답] ①

[출제의도] 형용사

[해 설] < Qu'est-ce qu'il y a de+남성 단수 형용사>이므로 a. (좋은 것) b. (새

로운 것)를 포함한  ①번이 정답이다.

A: ________ 있니?

B: 전혀 없어

29. [정 답] ⑤

[출제의도] 전치사

[해 설] d'ici (à) demain : 지금부터 내일까지 pour demain : 내일로

avant demain : 내일 이전에 라는 뜻으로 a, b, c 모두 적절한 표현이다.

A: 우리 오늘 오후에 수영장 갈래?

B: 미안해, 나는 ______ 끝마쳐야 하는 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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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 답] ③

[출제의도] 대명사의 위치

[해 설] 대명사들 사이의 위치는 me, te, nous, vous, se > le, la, les > lui, leur 

> y >en +동사의 순이다. c의 올바른 어순은 Je vais la lui passer tout de 

suite. 이다.  

a. 너의 손은 더럽다. 씻으러 가라!

b. 그는 테니스를 배운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흥미를 가진다.

c. 이것은 마농의 편지이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곧 건네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