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로 알맞은 것은 점? [1 ]

a① e② i③ o④ u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점? [1 ]

(1)① (2)② (3)③ (4)④ (5)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T① out va bien. Il a d② eux enfants.

Elle est franç③ aise. V④ oilà une jolie fille.

C'est un cad⑤ eau pour toi.

맞추어진 글자 퍼즐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는?


o

➡ c i n q u a n t e
➡ q u i n z e

➡ q u a r a n t e
➡ v i n g t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낱말과 의미가 같은 것은 점? [1 ]

̂

boire① jouer② savoir③

manger④ écouter⑤

철자를 골라 만들 수 있는 낱말의 뜻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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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점? [1 ]

Si① Oui② Non③

D'accord④ Pas du tout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lus① aussi② moins③

le plus④ le moins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점? [1 ]

Moi① Toi② Lui③ Elle④ Vous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y① en② le③ la④ les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ntrera① va sortir②

va entrer③ vient de sortir④

vient d'entrer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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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j'ai peur① ça va mal②

c'est triste③ je suis très malade④

je vais beaucoup mieux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점? [1 ]

Non① Moi aussi② Moi non plus③

C'est mauvais④ C'est dommage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점? [1 ]

écris① monte② écoute③

chante④ regarde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J'adore① C'est fini② C'est cher③

Tu as tort④ Excuse-moi⑤

다음 안내 방송은 무엇을 알리기 위한 것인가 점? [1 ]

할인 판매① 영업 시작② 영업 종료③

분실물 습득④ 행운권 추첨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Quoi ?① Pardon ?② Comment ?③

Au revoir !④ Je t'entends mal !⑤

전자 우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점[1 ]

와 는 친구이다Marie Julie .①

가 에게 보낸 글이다Marie Julie .②

는 생각을 하고 있다Marie Julie .③

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Marie .④

는 잘생긴 프랑스인 친구를 만났다Marie .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de rien① à ce soir② merci bien③

bon courage④ pas beaucoup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 >

열한 것은?

보 기

(1)① － (2)－ (3) (2)② － (1)－ (3)

(2)③ － (3)－ (1) (3)④ － (1)－ (2)

(3)⑤ － (2)－ (1)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Pas mal① Pas bien② Pas encore③

Pas possible④ Pas de problème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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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프랑스어 )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2 23]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j'ai soif① on se voit② c'est petit③

il fait beau④ je suis content⑤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기차표를 예매했다.①

기차는 시 분에 출발한다7 30 .②

시에 기차표를 사기로 했다8 .③

시 분에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7 50 .④

기차가 출발하기 분 전에 만나기로 했다30 .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Volontiers① Non, rien②

Pas de quoi③ Pas maintenant④

Oui, je veux bien⑤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l pleut① il neige② il fait gris③

il fait chaud④ il y a du soleil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Qu'en pensez-vous① À quoi pensez-vous②

De quoi parlez-vous③ Avec qui parlez-vous④

Qu'est-ce qui se passe⑤

다음 글이 알리고 있는 것은?

개업① 공연② 출생③ 졸업④ 합격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

◦

◦

유명한

치즈① 거위간② 바게트③ 포도주④ 달팽이⑤

프랑스인들의 인당 연간 식품 소비량 변화에 대한 설‘1 ’ 명

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점[1 ]

빵 소비량은 늘었다

채소 소비량은 늘었다

우유 소비량은 줄었다

설탕 소비량은 줄었다

육류 소비량은 줄었다

식품

l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외교 관계

전시회

한불사전① 병인양요②

한불 수교③ 만국박람회④

프랑스혁명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