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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x의 발음 이해하기

① 6    ② 택시    ③ 부드러운    ④ 예시    ⑤ 18 
정답해설: ex는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ɛks], 모음이 나오면 [ɛgz]로 발음한다. 따라
서 x가 [ks] 발음이 나는 taxi가 정답이다.                                정답 ②  

2. 철자 알기

① 오페라 ② 문 ③ 우체국 ④ 식당 ⑤ 운동
정답해설: frères, présenté, pour, première, monde 이므로, e,t,p,r,o로 조합할 
수 있는 낱말은 porte이다.                                              정답 ②

3. 의문사 이해하기

① 어디   ② 무엇   ③ 언제   ④ 얼마나   ⑤ 어떻게 
정답해설: 몇 분이라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combien이 정답이다.        정답 ④

4. 어휘-동사

① 값이 ~이다.  ② 오르다/올리다.  ③ 선택하다.  ④ 원하다.  ⑤ 요구하다. 
정답해설: 오르다,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monter가 빈칸에 적합하다.   정답 ②

왜 너는 나에게 설명하니? 

뤼미에르 형제들은 1895년에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했다. 

A: 자리 있나요?
B: 몇 분이세요?
A: 제 친구와 저, 둘입니다.
B: 따라오세요. 

-야채 가격이 계속 오른다.
-혼자서 컴퓨터를 들기 어렵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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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롱디프 이해하기

① 마시면서 ② 보면서 ③ 뛰면서 ④ 걸으면서 ⑤ 건너면서
정답해설: 갈증과 어울리는 단어 ‘boire 마시다’의 제롱디프 형태인 buvant이 맞다.
                                                                      정답 ①

[6~21] 의사소통 기능

6. 의견 묻는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의견을 묻는 표현인 a와 b가 정답. c는 보통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어
떻게 지내? 라는 표현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③
                                                                     
7. 시간 표현 이해하기

① 몇 시 입니까?             
② 무슨 일이니?    
③ 누구를 기다리나요? 
④ 오늘 날씨가 어때요?       
⑤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정답해설: 문맥상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를 묻는 표현이므로 5번이 정답.
                                                 정답 ⑤

A: 저 너무 목말라요!
B: 여기 물 있어요. 사람들은 <<갈증은 마시다보면 없어지고 식욕은 먹다보면 
   난다>>라고들 말하죠.
A: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니, 한결 나아요. 

A: 나 미드나잇 인 파리 라는 영화 봤어. 
B: 나도.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해?
A: 나는 비 속에서 산책하는 순간이 너무 좋더라.
B: 맞아. 파리는 비가 내릴 때 너무 이쁘지. 

A: 토요일에 Roissy에서 오후 1시에 Florence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공항에 몇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B: 10시요. 3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A: 감사합니다.

<  보    기>

a. 어떻게 생각해?          b. 너의 의견은 뭐니?          c. 어떻게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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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야기 순서 배열하기

정답해설: 대화의 순서대로 연결하면 c-a-b가 정답이다.                  정답 ④
                                    
9. 포스터 내용 이해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lice입니다. 18살이고 Lille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노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전 저를 도와줄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답해설: 마지막 문장의 내용으로 글의 목적은 친구를 찾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10. 승낙 표현 이해하기

A: 내일 우리 Versailles갈래?
B: 정말? 기꺼이
A: 좋아! 우리 9시에 Montparnasse역에서 만나자. 

① 천만에요.  ② 나 바쁜데.  ③ 기꺼이  ④ 괜찮아.  ⑤ 난 갈 수 없어. 
정답해설: 문맥상 승낙하는 내용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11. 대화 이해하기

Julien, 됐어! 나 입학시험에 통과했어. 20점 만점에 20점 받았어!
브라보! 너무 잘됐다! 

① 너무 잘됐다.           ② 너무 슬퍼하지마.
③ 매우 유감스럽구나.     ④ 넌 운이 없구나.
⑤ 다음 번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정답해설: 입학시험에 통과해서 기쁘다는 표현이 나와야하므로 너무 잘됐다. 행복하다.  
                                                                     정답 ①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Nicolas 부인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A: 누구시죠? 
B: Guillaume Canet입니다. 
A: 끊지마세요. 연결해드릴께요. 아! 통화중이네요.
B: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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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화 이해하기

A: 디저트 좀 드릴까요? 
B: 기꺼이요. 저에게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A: 저희 가게 특제 아이스크림이나 초코렛 케익이요.
B: 그럼, 전 아이스크림 주세요.  

①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② 무슨 일 있으신가요?
③ 저에게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권하시겠어요?
④ 전화번호가 몇 번이세요?
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답해설: 디저트를 추천하는 내용이므로 추천하다, 권하다의 의미인 3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13. 대화 이해하기

A: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B: 아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상황이 이러하니, 제가 다른 곳으로 갈께요.

① 환영합니다!                              ② 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③ 누구세요?                                ④ 괜찮아요.     
⑤ 아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해설: A의 대답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였으므로 허가되지 않는 의미인 5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4. 의사소통영역- 거절하기

 

A: 나랑 수업 끝나고 축구하러 갈래?
B: 미안해, 난 숙제가 있어.
A: 안타깝네!

① 매우 좋아.                              ② 나 시간 돼.        
③ 그렇게 하고 싶어                        ④ 난 숙제가 있어.  
⑤ 시간이 아주 많아.
정답해설: 마지막에 A가 안타깝다! 라고 하였으므로 거절하는 의미가 되는 4번이 답
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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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날씨 표현 이해하기

A: 오, 추워 죽겠어요! 몇 도예요? 
B: 일기예보에서는 영하 10도래요. 집에 빨리 들어갑시다. 

① 얼마예요?             ② 몇 도예요?            ③ 며칠이예요? 
④ 얼마 드려야 되나요?   ⑤ 얼마인가요?   
정답해설: 날씨를 묻는 표현이므로 온도를 묻는 표현인 2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16. 도표 이해하기

방문한 나라 관광객 수(백만) 관광수입(10억유로)
프랑스 84,5 41,4
미국 77,5 184,3

스페인 68,2 50,9

① 프랑스보다 스페인을 더 많이 방문한다.
②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수입이 더 많다.)
③ 스페인은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수입이 더 많다.)
④ 미국은 프랑스보다 돈을 더 적게 번다.(수입이 더 적다.)
⑤ 프랑스보다 미국에서 관광객의 수가 더 적다. 
정답해설: 도표의 내용으로 보아 5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7. 안내문 이해하기

아파트는 공원 쪽 전망, 큰 거실, 두 개의 방, 부엌, 욕실이 있고 5층, 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 1층에는 가게들이 있음.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월 1,000유로임.

정답해설: 건물의 1층에는 가게들이 있다.                                정답 ③

18. 나이 묻는 표현 이해하기

A: 제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B: 몇 살 인데요?
A: 10 개월 이예요.

① 그는 무엇을 하죠?         ② 그는 어떻게 하죠?        ③ 그는 몇 살인가요?  
④ 그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해설: 그가 10개월 되었다는 대답을 하였으므로 나이를 묻는 표현이 적합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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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화문 이해하기

A: Marie에게 불렀는데(전화했는데) 대답이 없어. 
B: 너무 걱정하지마! 그녀는 잘 지낼거야. 
A: 나도 그러길 바래. 

① 사양할께요.        
② 잘지내, 안녕히    
③ 거절하지마 
④ 난 컨디션이 좋아.  
⑤ 너무 걱정하지마 
정답해설: 문맥상 너무 걱정하지마, 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⑤
       

20. 길 묻고 답하기

A: 선생님, 실례합니다. 루브르박물관이 어디있나요?
B: 아,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네요.
  바빠서요/여기 살지 않아요./저 역시 길을 잃었어요./저는 방향을 모릅니다. 
A: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B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문맥상 들어갈 수 없는 말은 3번 ‘제가 
당신에게 알려줄께요.’가 정답이다.                                     정답 ③
  

                                                   
21. 대화문 이해하기

A: 저는 방금 작은 한국산 자동차를 구입했어.
B: 무슨 색깔인데?
A: 검정색이야. 
B: 너 그 차에 만족해?
A: 응, 비싸지 않는데다가 아주 잘 작동하거든.

정답해설: 내용상 알 수 있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내용 뿐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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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문화

22. 프랑스 화가 이해하기

사과그림으로 매우 유명한 Paul Cézanne는 1839년에 Aix-en Provence에서 태
어났다. 학교에서 그는 특히 수학에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는 그림에 눈을 떠서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하여 파리로 떠났다. Cézanne는 거기서 Camille Pissaro와 
Claude Monet를 만났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많은 풍경화를 그렸다.  

정답해설: Cézanne는 Aix-en Provence에서 태어났다.    정답 ①
                                                              

23. 역사적 명소 이해하기

A: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Quinze-Vingts 맹인 병원이 있습니다. 
   루이 9세가 300명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13세기에 설립하였습니다. 
   << Quinze-Vingts>>이라는 단어는 300을 의미했습니다. 
B: 숫자 80과 같은 경우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조상들에서부터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20개 단위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① 루이 9세는 Quinze-Vingts 맹인 병원을 설립했다. 
② 프랑스 조상들은 숫자를 20개씩 단위로 세었다.
③ 13세기에 사람들은 Quinze-Vingts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④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Quinze-Vingts 맹인 병원을 건축했다. 
⑤ Quinze-Vingts 맹인 병원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다. 
정답해설: 300명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정답 ④
 
                                                                   
24. 바게트 경연 대회 이해하기

파리는 그 해 최고의 바게트 경연 대회를 제안합니다. 
이 경연 대회에서 제빵사들은 250에서 300g사이, 그리고 55에서 77cm사이의 맛
있는 바게트들을 준비해야합니다. 제빵사가 대상을 타면, 그 제빵사는 파리시로부
터 4,000 유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빵사는 1년 동안 엘리제궁에 빵을 공급
합니다.  

정답해설: 엘리제궁이 아닌 파리에서 4,000유로를 수여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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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랑스 축제 이해하기

해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웃 축제>>를 연다. 이 축제를 통해 이웃들이 서로 만
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한 잔 하거나 음식
을 먹는다. 이 축제는 프랑스에서 점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웃 국가에서도 마
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답해설: 축제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였고 
2년마다가 아닌 해마다 개최되므로 c와 d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a와 b이다.                                                            정답 ①

26. 프랑스 도시 이해하기

Bretagne는 프랑스의 서쪽에 있으며 Normandie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자
주 오지만 바다와 섬들이 있어 멋진 지역입니다. 또한 Saint-Malo와 같은 아름다
운 도시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크레프와 같은 Bretagne의 대표 음식도 잊지 마세
요. 여행을 좋아한다면 Bretagne로 오세요.   

① Bretagne에는 항상 해가 있다.
② Saint-Malo는 Bretagne의 중심도시이다.
③ 크레프는 Bretagne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이다.
④ Normandie는 프랑스의 동쪽에 있다.
⑤ Bretagne는 높은 산악지역이다. 
정답해설: 크레프와 같은 대표음식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  보    기>

a. 프랑스에는 <<이웃 축제>>가 있다.
b. 사람들은 이 축제기간동안 이웃들을 초대한다.
c. 이 축제는 프랑스에서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
d. 프랑스사람들은 2년 마다 이 축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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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문법

27. 부정 표현 이해하기

a.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b. 너와 나 둘 다 그를 믿지 않았다. 
c. 나는 교습도 수업도 필요 없다.
d. 그녀는 잘 수도 일할 수도 없다.

정답해설: a의 경우, 주어가 같은 등위절의 단순시제의 동사를 부정할 때 ne 동사 
(pas) ni ne 동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Elle ne mange ni ne boit.는 옳
은 문장이다. b의 경우 ni... ni...ne의 구문으로 맞는 문장이다. c의 경우, avoir 
besoin de의 구문에서 de는 부분관사나 부정관사가 아니므로 생략하면 안 된다. 따
라서 옳은 문장은 a, b, d인 4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28. nouveau 용법 이해하기

이 (a)새로운 핸드폰으로 친구들에게 (b)소식을 전송하기 쉽다. 

정답해설: nouveau의 경우, 형용사일 때 남성형용사가 nouveau, nouvel의 형태가 
있다. (a)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인 appareil가 있으므로 nouvel의 형태가 
와야 하고 명사일 때는 소식이라는 뜻으로 nouvelle로 쓰인다. 따라서 (a)에는 
nouvel, (b)에는 nouvelles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①

29.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이해하기

 

a. 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 
b. 그 어떤 학생도 오지 않았다.
c. 나는 그들 중 몇 명을 알아보았다.
d. 어떤 사람들은 떠났고 다른 이들은 남았다.

정답해설: plusieurs는 부정형용사로,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온다.            정답 ⑤ 

30. 문장 완성하기

A: 너 이 기게 어떤 거 같니? (어떻게 생각하니?)
B: 나는 이런 멋진 것을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정답해설: Je n’ai jamais rien vu de si formidable.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