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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철자, 어휘영역

1. 발음- s 발음

① 이것    ② 것    ③ 층    ④ 3     ⑤ 넥타이   
정답해설: observer에서 s는 [s], 
① ceci[səsi]  ② chose[ʃoːz]]  ③ étage[etaːʒ] ④ trois[tʀwɑ],발음 안남 
⑤ cravate[kʀavat]                                                   정답 ①

2. 철자- salut

① 월요일  ② 서쪽  ③ 4분의 1  ④ 안녕  ⑤ 테이블 
정답해설: 순서대로 s, A, l, t, u 이므로 salut                          정답 ④

3. 어휘- classe

① 원피스 ② 조각  ③ 학년, 수업, 품위 ④ 노래  ⑤ 수입, 요리법  
정답해설: avoir de la classe 품위가 있다. sa classe 그녀의 수업       정답 ③

4. 어휘-mettre

① 자르다  ② 얻다   ③ 시간을 요하다  ④ 비교하다  ⑤ 다시 발견하다.  
정답해설: mettre ‘시간을 요하다.’의 뜻이 있으므로 정답.               정답 ③

              

 이 방에서는 정숙해야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각자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행동합시다!

A; 버스가 16시에 거기에 올까?
B: 아니, 더 늦어. 비 때문에, 버스는 30 분 정도 더 걸릴 거야. 

A: 너는 Dupont씨 어떻게 생각해?
B: 그녀는 예쁘지. 품위가 있어.
A: 맞아. 난, 그녀의 수업 또한 좋아해 왜냐하면 설명을 잘해주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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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휘- très

① 나쁘게   ② 멀리   ③ ~의 가까이에   ④ 매우  ⑤ ~사이에 
정답해설: très는 형용사처럼 쓰인 명사 앞이나 동사구 속의 명사 앞에 쓰일 수 있음.  
Il sont très amis.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이다. faire très attention à ~을 매우 조
심하다.                                                               정답 ④
     
                                                                    
[6~21] 의사소통 영역

6.  대화 이해하기

① 저는 Bretange에서 왔어요.
② 제 이름은 Luc Petit입니다.
③ 제가 당신에게 책을 빌려줄께요.
④ 저는 음악선생님입니다.
⑤ 제가 당신에게 Manon Leroy를 소개할께요. 
정답해설: 이름을 묻는 질문이므로 정답은 2번          정답 ②
                                                                     
7. 대화 이해하기

① 누군데?        ② 나아졌어요?    ③ 너 무엇을 찾니? 
④ 심각하지 않아.  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답해설: 사람을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Qui est-ce? 가 정답.            정답 ①

A: 안녕하세요, 부인. 도서관 카드를 원합니다.
B: 이름이요.
A: 제 이름은 Luc Petit입니다.

A: 어머! 저 부인, Marion Cotillard!
B: Marion Cotillard? 누군데?
A: 프랑스 여배우야. 

○  그들은 10년 전부터 둘도 없는 친구이다.
○  그녀는 거리에서 자동차를 매우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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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화 이해하기

① 멋지다! ② 멋져!  ③ 너무 고마워. ④ 천만에 ⑤ 너무 고마워
정답해설: 천만에 라는 대답은 어울리지 않음.                            정답 ④
                                    
9. 대화 이해하기

A: 38 사이즈 셔츠 있어요?
B: 자요. 
A: 입어 봐도 될까요?
B: 네, 부인. 저를 따라오세요.

① 날씨가 좋다            ② 어떻게 그래?             ③ 정확한 날짜인가요? 
④ 만족하지 않으신가요     ⑤ 제가 입어 봐도 될까요?
정답해설: 옷가게에서 일어나는 대화로 적절한 것은 5번.                  정답 ⑤ 
                         
10. 대화 이해하기

A: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B: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A: 화요일 댄스 수업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B: 기다려보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볼께요. 

① 그렇게 하세요. ② 물론이죠. ③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④ 말씀하세요.    ⑤ 물론이지요. 
정답해설: Bien sûr는 물론이죠. Allez-y나 Je vous en prie. 모두 상대방의 요청을 
허락하는 표현이고 Je vous écoute. 역시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뜻에서 말씀하세요. 
라는 의미로 쓰인다. Il ne fallait pas.는 어울리지 않음.                  정답 ③
    
11. 대화 이해하기

A: 선생님, 식사 끝나셨나요?
B: 네, 부인
A: 식사는 어떠셨나요?
B: 정말 맛있었습니다. 

<  보기>
a. 디저트로는요?
b. 어떠셨나요?
c. 식사는 무엇이었나요?

정답해설: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맛있다’이므로 답은 음식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b
가 정답.                                                               정답 ①

-Lucas, 오늘 저녁에 차로 나 데리러 올래?
-문제 없어.
-멋지다!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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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화 이해하기 

A: 너 이번 겨울에 뭐해?
B: 나는 한달 동안 유럽 여행할 거야.
B: 멋지다. 너는 운이 좋구나. 

① 멋지다!        ② 기꺼이    ③ 나도 아니야. 
④ 난 컨디션이 좋아.           ⑤ 너 뒤에 있어. 
정답해설: 유럽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운이 좋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1번이 정답  
                                                                     정답 ①

          
13. 대화 이해하기

(거리에서)
A: 실례합니다, 부인. Quai de Grenelle
   이 어딘가요?
   이 쪽인가요? 이 방향이 맞나요?
B: Quai de Grenelle이요? 
  그건 15구에 있어요!
  센 강을 건너야 합니다.
A: 감사합니다.  

<  보 기>

a. 이쪽인가요?
b. 전 이 구역 출신이 아닌가요?
c. 거기 당신 집 맞나요?
d. 이 방향이 맞아요?

정답해설: 방향을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b와 집을 확인하는 c는 
적절하지 않음.                                                         정답 ②

                              
14. 대화 이해하기

 

전, Léa입니다. 6살 이구요. Versailles에 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저를 학교 끝나고 데리고 오고 저와 함께 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엄마에게 전화해주세요. 06 34 75 XX XX. 

정답해설: 학교 끝나고 데려오고 같이 놀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으므로 4번이 정답.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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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화 이해하기

A: 이번 주 토요일에 피아노 콘서트 티켓 2장 있어.
   b.관심 있어?
B: 그럼. a.어딘데?
A: c.Bercy에서, 잘됐지?
B: 잘됐네.  

정답해설: 대화의 흐름상 b-a-c가 적절함.                                정답 ③
 

16. 편지글 이해하기

안녕 Sophie, 
보고 싶다. 네가 파리로 떠나고 나서 여전히 아쉬워.
하지만 중요한 소식이 있어. 9월 7일에 은행에서 면접이 있어. 
내가 만약 취직을 하게 되면, 난 파리에서 살게 될거고 우린 
자주 만날 거야. 7일 저녁에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할 시간 되
니? 빨리 답장해줘.
안녕히
Emma. 

정답해설: 편지를 쓴 Emma가 Sophie를 그리워한다고 첫 문장에 제시됨.      
                                                                     정답 ②
                                  
17. 광고문 이해하기

레스토랑 
            - 생선요리와 해산물 요리
Chez Paul  - 바다와 마주하고 있음
            - 매일 영업함:
              12시 30분부터 15시까지, 19시부터 22시까지
7, rue Dauphine 35400 Saint-Malo.  02 99 31 XX XX

정답해설: 매일 영업한다고 되어있으므로 1번이 일치하지 않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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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화 이해하기

A: 바쁘니?
B: 아니, 할 거 없어.
A: 카페갈래?
B: 왜 안 되겠어? 

① 전혀  ② 절대 안돼   ③ 동의하지 않아.  ④ 왜 안 되겠어?  ⑤ 정말 아니야?
정답해설: 의미상 pourquoi pas가 가장 적절하며 나머지는 다 거절의 의미.
                                                                     정답 ④
19. 대화 이해하기

A: 스포츠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여보세요)!
B: 안녕하세요! Duval씨 계신가요?
A: 끊지 마세요. 제가 계신지 볼께요. 
B: 네, 감사합니다. 

① Duval씨 바꿔드릴까요?  ② Duval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③ Duval씨 이신가요?      ④ Duval씨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⑤ Duval씨가 전화를 잘못하셨어요. 
정답해설: Duval씨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은 통화를 원하는 것이므로 2번이 적절함.   
                                                                     정답 ②
20. 대화 이해하기

A: 너 면허증이 있었나?
B: 아니, 나 따지 못했어. 쉽지 않았어.
A: 안타깝네.  

① 너무 많이 말구   ② 처음 뵙겠습니다.   ③ 금지입니다.      
④ 아마도           ⑤ 성공하지 못했어. 따지 못했어. 
정답해설: réussir ‘성공하다.’의 의미이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함.            정답 ⑤
                                                   
21. 대화 이해하기

A: 치과의사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B: 언제로요?
A: 가능한 빨리요.  
B: 내일 아침 9시요?
A: 네 알겠습니다.

① 내일 봐요. ② 날이 밝는다. ③ 졌다. ④ 영원히 ⑤ 가능한 한 빨리 
정답해설: 약속을 잡는 내용이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함.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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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문화

22. 미식 주간 행사

A: 학교에 왜 요리사들이 있지?
B: 왜냐하면 10월에 일주일동안 미식 주간 행사를 하거든.
A: 그게 뭔데?
B: 요리사들이 아이들에게 잘 먹고 싶어 할 생각이 들도록 하려고 학교로 와. 
A: 어떻게?
B: 예를 들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맛을 경험
하게 해주고 음식과 관련된 직업들을 알게 해줘. 

정답해설: 미식 주간 행사는 일주일 동안 열린다.            정답 ①

23. Le Corbusier

Le Corbusier라고 불리기도 하는 Charles-Édouard Jeanneret는 1887년에 스
위스에서 태어났고 1965년에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그는 Notre-Dame du 
Haut de Ronchamp과 같은 현대 작품들을 많이 건축했다. 그에게 있어서 작
품에 있어 단순한 형태가 중요했다. 1988년에 Le Corbusier 광장이 파리에 문
을 열었다. 2016년 이래로, 그의 작품 중에서 17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
있다

정답해설: 단순한 형태가 중요했다는 지문이 나옴. 그의 작품이 17개인 것은 맞지만 
전부 프랑스에 있다고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님.         정답 ②
           
                                                         
24. 지문 이해하기

17세기에, 《parler comme un livre》는 책처럼 박식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이 표현은 대화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는 우리에게 언어 표현은 시간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해설: 17세기와 오늘날 그 의미가 달라짐을 설명하므로 5번이 정답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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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벨 문학상

프랑스에는 많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다. 첫 번째 수상자는 1901년에 Sully 
Prudhomme였고 최근 수상자는 2014년에 Patrick Modiano이다. 또한 문학상 
수상자에 대해 또한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먼저, Albert Camus나 
Claude Simon처럼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
로는 Jean-Paul Sartre는 1964년에 수상을 거절했다는 점이다.  

① Albert Camus는 상을 거절했다. 
② Claude Simon은 수상하지 못했다.
③ Jean-Paul Sartre는 이 상을 원하지 않았다.
④ Patrick Modiano는 이 상의 첫 번째 수상자이다.
⑤ Sully Prudhomme는 이 상의 최근 수상자이다. 
정답해설: 상을 거절한 사람은 Jean-Paul Sartre이며, Claude Simon은 상을 수상했
으며, Patrick Modiano는 최근 수상자이며 Sully Prudhomme는 첫 번째 수상자이
다.                                                                 정답 ③

26.  프랑코포니-벨기에

벨기에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이웃나라들처럼 유럽 연합 국가이다. 유럽위원
회는 수도인 Bruxelles에 있다. 이 도시에서는 특별히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벨기에는 Bruges와 Liège 와 같은 예쁜 도시로서 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요리
로도 유명하다.  

① 벨기에는 프랑스 옆에 있다.
② Bruxelles은 벨기에의 수도이다.
③ Bruxelles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한다. 
④ Bruxelles에 유럽위원회가 있다. 
⑤ 벨기에는 유럽연합의 일원이다.  
정답해설: Bruxelles에서는 특별히 프랑스어를 쓴다고 하였지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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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문법

27. 감탄문

 

A: 할머니, 이거 할머니 생신 선물이예요. 
B: 정말? 너무 착하구나!

정답해설: 보기 a의 quel은 감탄문을 취할 때 형용사+ 명사를 취하고 Quoi는 단독으
로 주로 쓰이거나 donc, eh,등과 함께 쓰여 강조를 나타낸다. Combien은 Comme
처럼 감탄문을 쓸 때 주어+동사의 어순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와 d인 5번
임.                                                                 정답 ⑤

                                                       
28. 최상급

a. Paul은 가족 중 제일 상냥한 사람이다.
b. 올 해 들어 여성의 가장 많은 수가 이 치마를 입었다. 
c. 그의 가장 좋은 기회는 Grenoble에서 더 일하는 것이다.  

정답해설: 최상급 문제로 a의 la plus는 sympa의 최상급이며 앞의 la personne를 
수식하므로 맞는 문장. b는 명사의 최상급은 le plus de / le moins de로 표현됨으
로 복수형은 틀린 표현임. 따라서 le plus로 바뀌어야함. c는 정관사 대신 소유형용사
가 그것을 대신하여 쓴 최상급의 표현이므로 올바른 표현임. 
                                                                     정답 ④

29. 전치사  

 

a. 나는 누구를 도와야할지 모르겠어. 
b. 기차는 매 30분마다 온다.
c. 그것이 이것보다 6유로만큼 덜 비싸다.
d. 그녀는 8시간 이내에 답을 줄 것이다.

정답해설: a의 경우는 aider는 타동사이므로 pour가 필요 없음. b의 경우 ‘tout+정관
사+시간명사’가 쓰여 ‘~마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전치사 없이 쓰임. c의 경우 ‘~만
큼’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de가 필요함으로 옳은 문장임. de의 경우 sous
는 시간표현과 함께 쓰여 ~이내에 라는 뜻이 있음. 따라서 옳은 것은 c와 d가 됨.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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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축약관사

A: 너 결정했어?
B: 아니. 계속 다른 고객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

정답해설: a는 전치사 de와 정관사 les의 축약 형태인 축약관사 des가 되어야 ‘고객
들의 의견’이라는 뜻이 되므로 옳은 문장임. b의 경우는 명사 avis와 client을 연결하
는 전치사 de가 필요하므로 l'avis de + les autres clients 의 구문이 되어 이 역시 
de+les의 축약인 des autres는 맞는 표현임. c의 경우에 quelques는 quelque의 복
수형으로 de quelques clients도 맞는 표현임. 따라서 a, b, c 모두 맞는 문장임.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