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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철자, 어휘영역

1. 발음 - 모음+y
① 함께 일하자!
② 저기에 앉자!
③ 우리는 일찍 잠에서 깬다.
④ 당신은 연필을 가지고 있나요?
⑤ 우리는 계산대에서 지불 하나요?
정답해설 : Travaillons[tʀavajɔ̃], Asseyons[asεjɔ̃] 모음+y=모음+i+i 이므로 
eyons=eiions라고 간주하고 발음한다. réveillons[ʀevεjɔ̃], crayons[kʀεjɔ̃], 
payons[pεjɔ̃]               정답 ① 

2. 철자 - 바른 문장 찾기
(a) 정말 좋은 날씨야!
(b) 그들의 아들들은 친절하다.
(c) 그들은 자정에 잠자리에 들었다.
(d) 4000유로입니다.
(e) 나는 올겨울에 나의 삼촌댁에 머무른다.

정답해설 : ① Quel beau temps!  ② Leurs fils sont gentils. ④ Ça coûte quatre 
mille euros. ⑤ Je reste chez mon oncle cet hiver.             정답 ③         
 

3. 어휘- 신체와 관련된 알맞은 동사 찾기

A : 너 발이 왜그래?
B : 나는 길에서 넘어 졌어. 나는 걷기가 어려워.
A : 그러면 너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겠다!

① 읽다    ② 쓰다    ③ 말하다    ④ 듣다    ⑤ 걷다
정답해설 : A는 넘어져서 발을 다쳤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는 <marcher 
걷다>이다.     정답 ⑤



2

4. 어휘 - 알맞은 전치사 찾기

이 크로와상 가격으로 우리는 감기에 대비하는 약을 삽니다.
주당 1유로, 여러분에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답해설 : contre는 <~에 대항하여, ~대비하여 >라는 의미이고 par는 분배 단위
로 par semaine <주당>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④

5. 어휘 - 공통으로 들어가는 형용사 찾기

° 이 사전은 가방 안에 지니고 다니기에는 무겁다.
° 한국에서, 7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게다가 공기가 무겁다.   

① 푸른   ② 더운  ③ 서늘한   ④ 가벼운  ⑤ 무거운                
정답해설 : il fait lourd. (공기가 무겁다.)라는 의미로 공통으로 들어갈  형용사는 
lourd 이다.                                  정답 ⑤  
                      
[6~21] 의사소통 영역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 안부 묻고 답하기

A : 너 어떻게 지내?
B : 나쁘지 않아, 고마워. 그러면 너는?
A : 나 역시, 잘 지내.

① 안녕  ② 나쁘지 않아  ③ 안녕(작별인사)  ④ 곧 보자   ⑤ 조금 후에 보자
정답해설 : 선택지에서 안부 묻기에 대한 알맞은 대답은 Pas mal이고 나머지는 인
사표현이다.                                                            정답 ②
 
7. 일기 예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북부지방은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습니다.

① 눈이 내립니다. ② 날씨가 흐립니다. ③ 바람이 붑니다. 
④ 날씨가 맑습니다. 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정답해설 : 오늘 북부지방에 비가 온다. 라는 문장을 통해 월요일임을 짐작할 수 있
다. 내일은 화요일이므로 그림을 통해 날씨가 맑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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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길 묻고 답하기

A : 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 있나요?
B : 왼쪽 첫 번째 길로 가서 신호등까지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은행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답해설 : ① 오른쪽으로 도세요. ② 곧장 가세요. ③ 그리고 다리를 건너세요.
④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도세요. ⑤ 왼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           정답 ① 
 

9. 포스터 중심 내용 이해하기
여름 일자리의 날
2014년 5월 20일
Caen의 청년센터
프랑스와 외국에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
당신의 직업을 위한 기회

정답해설 : boulot는 일(travail)이라는 의미이다. Caen에서 열리는 취업 설명회 관
련 포스터이다.                                                         정답 ①

10. 승낙하기
A : 나는 Christophe Maé의 콘서트 2개의 좌석권을 가지고 있어. 
     너 나와 함께 갈래?
B : 응, 기꺼이,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해.
A :  알았어, 우리 저녁 7시에 만나자.

① 잘 지내  ② 기꺼이  ③ 미안해  ④ 괜찮아  ⑤ 나는 원하지 않아.
정답해설 : 제안에 승낙하는 표현은 avec plaisir이다. 승낙하기: D'accord! C'est 
une bonne idée. Pourquoi pas? C'est très gentil! Volontiers!            정답 ② 

11. 의견 말하기
Jean : 담배를 금지 해야해.
Luc : 전적으로 동의해.
Théo: 우리는 흡연할 권리가 있어.
Éva : Théo가 틀렸어.
Léa: 나는 Jean편이다. 

정답해설 : Théo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흡연을 찬성하고 있다.  Il faut+inf : ~해
야만 한다. Tout à fait: 전적으로  avoir le droit de+inf :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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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12. 전화하기
A : 여보세요, 저는 Dubois씨와 통화하고 싶어요.
B : 누구세요?
A : Anaïs Legrand입니다. Dubois씨 계시나요?
B : 아니오, 당신은 그에게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A :아니오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정답해설 : 전화한 사람의 신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는 
유형이다.                                                             정답 ②
*전화와 관련된 표현들:
C’est de la part de qui ?누구세요? Je suis bien chez Madame Lamour ? Lamour 부인 댁
이 맞나요? Je peux parler à Monsieur Kim ?제가 김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 Non, il 
n’est pas là. 아니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Ne quittez pas. 끊지 마세요.

13. 광고 이해하기
 휴가를 위한 집

° 산을 향한 전망
° 6월부터 9월까지
° 성수기 한달에 900유로
° 방 3개와 식당
                                            전화번호 04-12-34-56-78

① 휴가를 위한 집 ② 아파트 매매 ③ 스포츠 자전거 드림 ④ 등산복 ⑤ 저가 비행
기표
정답해설 : 여름 휴가를 위한 집 렌트 광고이다.                          정답 ①

14. 직업 묻기

A : 너의 아버지 직업은 무엇이니?
B : 그는 과자 제조인이야.
A : 그래서 네가 케이크를 잘 아는구나!

정답해설 : a. 너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b. 너의 아버지 성함은 무엇이니?
B가 직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c와 d가 정답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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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터넷 검색
출발 (Musée du Louvre, Paris),    도착(Champ de Mars-Tour Eiffel)
시간 (15시 20분에 출발),    날짜 (2014년 6월 12일)
○ 모두                ○ 가장 빠른 방법
● 지하철              ● 최소 환승  
○ 버스                ○ 가장 적게 걷는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장 빠른 방법: 23분
출발: 15시 24분          도착: 15시 47분

정답해설 : 인터넷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은 2014년 6월 12일 여정의 길 찾기
이다.                                                                  정답 ⑤

16. 초대장 이해하기

Nadine Cassis와 Nicolas Dupont은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결혼합니다. 2014년 10월 25일 14시 Saint-Paul교회에서. 

정답해설 : se marier : 결혼을 하다. 결혼식을 하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글이다. 
                                                                      정답 ①

17. 물건 사기
A : 부인, 무엇을 원하세요?
B : 저는 바지를 원해요.
A : 당신은 어떤 색깔을 선호하세요?
B : 파란색이요.

① 저는 수표를 받아요. ② 저는 바지를 원해요. ③ 계산서 주세요. ④ 죄송합니다,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⑤ 우리는 개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해설 : 상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바지를 찾고 있는 표현이다.         정답 ②
                                                      
18. 시험 성적 비교하기
① Alain은 수학에서 Noa보다 더 강하다.
② Fred는 Marc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③ Louis는 수학에서 Fred보다 더 약하다.
④ Marc는 Louis보다 음악을 더 잘한다.  
⑤ Noa는 Alain보다 음악을 덜 잘한다. (잘 못한다.)
정답해설 : 음악에서 Marc는 17점 Louis는 13점을 받았으므로 표를 바르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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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④번이다. être fort(e)/faible en+과목: ~과목에 강하다/약하다.   정답 ④
19. 대화 내용에 알맞은 표현 찾기
A : 오! 나는 레스토랑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
B : 이럴수가!
A : 나를 기다려, 내가 당장 a.거기에 가볼게/b.다시 갈게/ c.거기에 다시 갈게. 
B : 가봐!

정답해설 : je m'en vais는 가버리다. 떠나버리다. 라는 의미로 <나를 기다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④

20. 사물 확인하기

A : 이제, 우리 부쉬드 노엘(장작모양의 케이크)을 먹을 거야.
B : 부쉬드 노엘? 그것이 무엇이니?
A : 크리스마스 전통 디저트야.

정답해설 : ① 그곳이 어디야? ② 누구니? ③ 얼마니? ④ 그는 무슨 일이 있니? 
⑤ 그것은 무엇이니? 사물을 확인하는 표현은 ⑤번이다.                   정답⑤

21. 축하하기

A : 나는 대학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했어!
B : 축하해! 나는 네가 만족스러워.
A : 당신 덕분이에요.

정답해설 : ① 고맙지만 아닙니다. ② 유감입니다. ③ 죄송합니다. ④ 축하합니다. 
⑤ 유감입니다. 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표현은 ④번이다. bac(baccalauréat): 프랑스 
대학 입학자격시험         grâce à: ~덕분에                            정답 ④

[22~25] 문화

22. 프랑스 축제일- 만우절 

 여기 재미있는 프랑스 전통이 있습니다. 봄에, 그날에는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웃습
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놀립니
다. 

정답해설 : ① 볼 뽀뽀  ② 건강 하세요  ③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  ④ 행복을 빕
니다.  ⑤ 생일 축하합니다.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날로 프랑스에서는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Poisson d'avril이라고 부른다.



7

                                                                      정답 ③ 
23. 프랑스 선거

18세부터 프랑스 사람들은 6년마다 시장을 선택한다. 1차 투표에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2차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아야 한
다. 

정답해설 : 프랑스에서는 19세가 아니라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정답 ③ 

24. 프랑스 만화

예를 들어 Astérix le Gaulois와 같이 프랑스 만화는 1950년대에 큰 성공을 거
둔다. 사람들은 만화를 제 9의 예술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대학에서 만화를 연
구한다. 그리고 Angoulême에서는 국제 만화 축제가 있다. 

정답해설 : 르네 고시니의 Astérix le Gaulois는 프랑스 국민 만화이지만 최초의 프
랑스 만화는 아니다.                                                    정답 ④

25. 테니스
테니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tenez>에서 왔다. 예전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공놀이를 했다. 사람들이 서브를 넣을 때 <tenez>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공을 잘 받으라는 의미였다. 
나중에 그 놀이는 테니스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테니스를 세상에 알
렸다. 매년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 중 하나가 Roland Garros에서 개최된
다. 

정답해설 : 프랑스인들이 아니라 영국인들이 테니스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정답 ③ 

[26~30] 문법

26. 복합과거
A : 어제 나는 너희 집에 들렀는데 너는 거기에 없었어.
B : 네가 나를 찾았다고? 오늘 아침, 나는 샤모니에서 돌아왔어.
A : 그래서, 너는 좋은 주말을 보냈니?
B : 응, 최고야! 나는 몽블랑에 올라갔고 나는 스키장을 통해서 내려왔어.

정답해설 : 복합과거 시제에서 passer, rentrer, monter, sortir, descendre동사는 문
장에서 자동사로 쓰이면 조동사로 être를 취하고 타동사로 쓰이면 조동사로 avoi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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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b)renrer는 문장에서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je suis rentré de 
Chamonix.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②

27. 미래시제

A : 너는 언제 선물을 보낼 거야?
B : 나는 그것을 b.이틀 후에/ c.다음 주에 보낼 거야.

a. 지난달     b. 이틀 후     c. 다음 주    d. 3주 전 
정답해설 : B는 근접미래 시제로 답을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알맞다.                                         정답 ③

28. 부정형용사
a. 각각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b. 그는 어떤 실수도 절대 하지 않았다.
c. 그는 부활절 바로 그날 태어났다.
d.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답해설 : chacun(각각, 각자)은 부정대명사이므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
다. 부정형용사 chaque(각각의)를 사용해서 Chaque homme naît libre.가 올바른 표
현이다.                                                                정답 ⑤

29. 대명사의 어순

A : 너는 이미 엠마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줬니?
B : 아니,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아직 보여 주지 않았어.

정답해설 : déja의 부정문은 ne~ pas encore이다. 대명사의 위치는 긍정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조동사+과거분사의 형태에서는 조동사 앞에 위치
한다. 대명사들의 어순은 다음과 같다. 
me, te, nous, vous, se> le, la, les> lui, leur
je ne les lui ai pas encore montrées.                 정답 ③                  
      

30. 부정의 de, 전치사 de
a. 이것은 차가 아니라 커피이다.
b. 인생에서 돈만 있는 것은 아니다.
c. 그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다.
d. 그의 친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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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b. ne~ pas que(~ 뿐만 아니다.) 다음에는 부정의 de로 바뀌지 않는다.
Je n'ai pas que de l'argent.
Il n'y a pas que l'argent dans la vie. 이 문장에서 argent은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니라 물질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정관사가 알맞다. 
Il a visité plusieurs villes des États-Unis. 전치사 de와 복수 국가 앞에 붙는 정
관사 les가 만나 축약관사 des가 되어야 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