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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철자, 어휘영역

1. 발음- j,g 발음

① 냉장고[fʀigo] ② 교회[egliːz] ③ 파업[gʀεːv] ④ 과자[gɑto]  ⑤ 기술자[ɛ̃ʒenjœːʀ]
정답해설: ʒ 발음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2. 철자 

정답해설: 순서대로 n, j, e, u, a이므로 jaune이다.                               
① 다른  ② 하얀  ③ 큰   ④ 노란    ⑤ 날씬한                        정답 ④

3. 어휘

① 해, 낮, 하루  ② 바람   ③ 바른, 곧은, 권리  ④ 지하철  ⑤ 초콜렛  
정답해설: jour는 해, 낮, 특정한 날 등의 뜻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정답 ①

4. 어휘

① 잡다, 타다.  ② 부르다.  ③ 비교하다.  ④ 확인하다.   ⑤ 숙고하다. 
정답해설: appeler qn/qc+ 속사: ~을 (라고)부르다. 
                                                                     정답 ② 

 즐거운 축제! [ʒwajø:z] 

노르망디에서, Mont Saint-Michel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이 멋진 도시에 
후회하지도, 잊지도 못할 겁니다. 

A: Marc는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B: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셰프로 부른다.  

해가 일찍 뜬다.
오늘의 요리로는 비프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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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휘

① 좋은, 잘하는, 굳세게           ② 잘생긴              ③ 정확한   
④ 가벼운, 가볍게                 ⑤ 무거운, 무겁게
정답해설: tenir bon 견디어내다. bon en ~과목: ~과목을 잘하다. 
                                                                      정답 ①
  

6.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① 또 만나   ② 맛있게 먹어  ③ 용기를 내  ④ 너 때문에  ⑤ 좋은 바캉스 보내
정답해설: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였으므로 ③이 제일 적합하다.              정답 ③ 

                                                                     
7.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① 며칠이니?         ② 어떤 계절이니?      ③ 그는 무엇을 하니? 
④ 그는 시간 있니?   ⑤ 온도는 몇 도니?
정답해설: B가 온도를 말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A: 세네갈에 12월은 눈이 오니?
B: 아니, 난 눈을 본적이 없어. 춥지 않거든.
A: 온도가 몇 도인데?
B: 24도에서 30도 사이야.
A: 그럼 평창으로 와, 눈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어.  

1시간 더 견뎌내세요.
너는 어떻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니? 

Éric: Yuna, 내년에 난 바깔로레아에서 한국어를 응시할거야.
Yuna: 용기를 내 
Éric: 작문(쓰기)시험 준비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Yuna: 힘 닿는데 까지 노력해볼게. 

[6~21] 의사소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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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① 그녀는 어디 출신이야?        ② 그 영화에 누가 출연하니? 
③ 그 영화가 언제 개봉했지?     ④ 네가 선호하는 영화는 뭐야? 
⑤ Bélier가족은 어디 살아? 
정답해설: Louane Emera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적절한 질문은 ②이다.      정답 ②
                                 
9.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이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B: 좋은 생각이 아니야. 너무 비싸고 점원도 친절하지 않아.
B: 그래? 그럼 옆 가게에 가보자. 

① 가자. ② 기꺼이. ③ 왜 안 되겠어? ④ 무척 내 마음에 들어. 
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정답해설: 비싸고 점원도 불친절하다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10.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Guy: Léo, Bordeaux로 가는 표 두 개 예약해주세요.
Léo: 언제로요?
Guy: 7월 18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요. 
Léo: 네 알겠어요. 파리에는 언제 돌아오시죠?
Guy: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정답해설: 7월 18일 Bordeaux행 표를 예매하는 것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 ④
         
11.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봄에는 Provence를 방문해야해.
B: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5월에 Avignon에 갔었는데  
   너무 예뻤어.   

① 물론이지  ② 완전히 틀렸어.  ③ 그걸 간직해도 돼(보관해도 돼). 
④ 놀랍다.    ⑤ 동의할 수 없어. 
정답해설: 동의의 의미이므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①이다.              정답 ①

A: 내가 선호하는 영화, La famiile Bélier야.
B: 누가 그 영화에 출연하는데?
A: Louane Emera라는 여배우야. 영화에서 그녀는 Michel Sardou의 노래를 불러.
B: 아. 기억난다. 2014년에 개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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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즐거운 개학입니다!
첫 번째 수업날입니다. 
집과 학교 사이를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걸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친구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① 안녕히 주무세요. ② 안녕히. ③ 물론입니다. ④ 즐거운 개학입니다. ⑤ 좋은 주말.
정답해설: 첫 수업 날이라고 하였으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13.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무엇을 원하시나요?
B: 사과 사려구요.
A: 얼마나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B: 2킬로 주세요. 

① 얼마나 필요하세요?         ② 얼마나 사시려구요?     
③ 얼마나 남아있나요?         ④ 얼마나 원하세요?    
⑤ 얼마나 드릴까요?
정답해설: A는 점원이 물어보는 말이므로 얼마나 남아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은 적합
하지 않다.                                                            정답 ③

14.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자동차로 Rue de Rivoli를 경유, 가장 빠른 경로

자동차로 Saint-Michel 다리를 경유, Saint-Michel 다리 직후에 공사구간 

버스로 7분마다 27번 버스, Rue des École에 15시 

도보로 Quai Voltaire(Voltaire부두)를 경유

정답해설: Rue de Rivoli를 경유하며,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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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너 토요일에 할 일 있니?
B: 별로, 아마 없을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선약 없어. 
A: 우리 백화점 갈래?
B: 기꺼이. 

① 그럴 필요 없어.  
② 별로   
③ 그럴 거 같지 않아(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④ 아마 없을 걸    
⑤ 선약 없어.  
정답해설: 시간이 된다는 대답이 문맥상 어울리므로 ①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①

16.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칸 축제가 언제 끝나요?
B: 26일에 끝나요.
A: 무슨 요일이죠?
B: 일요일이예요. 

① 얼마예요?          ② 무슨 요일이죠?      ③ 몇 시에? 
④ 날짜가 언제예요?   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해설: 요일을 묻는 표현이므로 ②이 정답이다.                         정답 ②
                                  

17.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Paul 떠났어?
B: 응, 좀 전에. 그런데 왜?
A: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했어.
   그에게 전화 해 볼께. 

① 내가 너에게 Paul을 바꿔줄게.    
② 너에게 Paul을 소개해줄게       
③ 그에게 작별인사 하려고 했어.    
④ 전화건 사람은 Paul이야.
⑤ 너는 나에게 메시지를 남겨줘. 
정답해설: 전화해 본다는 다음 문장으로 보아 가장 어울리는 것은 ③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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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이 수영장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B: 니 말이 맞아. 난 여기 오는게 너무 좋아. 크고 햇빛도 잘 들어.
A: 이름도 잘 지었어! 《가득 찬 햇빛》

① 네 말이 맞아  ② 동의할 수 없어.   ③ 유감이야.  
④ 괜찮아.       ⑤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정답해설: 문맥상 동의하는 표현이 나와야하므로 ①이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①
     

19.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자, 이곳은 Van Gogh가 그의 동생 Théo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B: 아! 그가 Paris 18구에 살았습니까?
A: 네. 1886년부터 188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Arles로 떠났습니다.

① 그는 Paris에서 태어났다. ② 그는 1888년에 사망했다.
③ Théo는 그의 사촌이다.   ④ 그는 Paris 18구에 살았다.
⑤ 그는 4년 동안 Arles에 거주했다. 
정답해설: Paris 18구에 살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④
   

20.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너 Le Château de ma mère 읽어봤어?
B: 응, 한달 전에.
A: 넌 어떻게 생각해?
B: 난 전혀 좋지 않았어. 
A: 나도 그래.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답해설: A의 마지막 대답인 Moi non plus.는 부정에 대한 동의이므로 일단 부정문
이 나와야 한다. b와 c의 부정문 중 문맥과 어울리는 것은 b.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정답 ②

<보기>

a. 무척 내 마음에 들었어.  
b. 난 전혀 좋지 않았어. 
c. 난 너의 의견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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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사 소통 표현 이해하기

A: 네 언니 Camille는 잘 지내니?
B: 응. 그녀는 프랑스 학교에서 일을 찾았어. 
A: 멋지다! 축하해!
B: 고마워. 친절하기도 하지. 

① 천만에 ② 천만에 ③ 축하해! ④ 미안해 ⑤ 너를 위한 거야. 
정답해설: 취직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22~26] 문화

22.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글 이해하기

Paris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시테섬에 위치해있다. 그것은 프랑스 성당 중 가장 
큰 대성당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 가운데 하나이다. 
1804년에 Napoléon 1세는 그의 대관식을 위해 이 성당을 택했다. 노트르담  
근처에 배 선착장은 여러분이 센느강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답해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대성당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정답 ③
       
 

                                                     
23. Carmen에 대한 글 이해하기

Carmen은 Georges Bizet의 오페라이다. 이것은 Prosper Mérimée의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1875년 3월에 파리에서 처음으로 Carmen은 무대에 올려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Carmen이 매우 자유로운 
여자였기 때문이다. Carmen은 Bizet가 죽은 후에야 1875년 6월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정답해설: 1875년 3월에 초연되었으며 Bizet가 살아있을 때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
다고 언급되어있으므로 b, d가 정답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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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랑스 사람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글 이해하기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의 거의 4분의 3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 81%
는 식사 중에도 사용하고, 82%는 사진을 찍으려고 사용한다. 66%는 길을 건너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23%는 자기 전 마지막으로 5분 
이내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정답해설: 81%의 프랑스 사람들이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정답 ③ 

                                                  
25.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A: 어머! 네 정원 너무 이쁘다!
B: 고마워. 우리 아버지 덕분이야. 그는 초록색 손을 가지고 있어.(화초를 잘 가꾸셔.) 
A: 그게 무슨 말이야?
B: 그건 그가 꽃과 나무를 잘 돌볼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해. 

정답해설: avoir la main verte 화초를 잘 가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26. Dunkerque에 대한 글 이해하기

해마다 프랑스 북쪽도시인 Dunkerque에서 카니발행사가 있다. 이 축제는 17
세기에 바다사람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6개월간의 바다생활을 위해 아이슬란드
로 떠나기 전, 무사귀환을 바라며 사람들은 이 축제를 했다. 카니발이 끝난 후
에는 사람들은 Pâques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  

① 이 축제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되었다.
② Dunkerque는 프랑스의 도시이다.
③ Pâques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④ Dunkerque에서는 카니발이 가을에 시작한다. 
⑤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축제를 했다. 
정답해설: Dunkerque는 프랑스의 북쪽 도시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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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문법

27. 수형용사 용법 이해하기

 

a. 그는 나에게 5천 유로를 빌렸다.
b. 그 책은 360페이지로 되어있다.
c. 그는 92개의 편지를 받았다.
d. 이 나라에는 2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있다. 

정답해설: mille는 복수불변이며 cent은 다른 수 형용사가 따르면 복수형이 되지 않
는다. 90단위역시 quatre-vignt-douze로 써야한다. million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이므로 touristes 앞에 de가 나와야한다. 따라서 a,b가 정답이다.          정답 ①

                                                       
28. 전치사 용법 이해하기
① 그녀는 우산 없이 나갔다.
② 그는 젊은 소녀들 옆에 앉았다.
③ Pierre는 은으로 된 시계를 선택했다.
④ 시장에서 사람들은 스페인산 토마토를 판다.
⑤ 이 도시의 가장 좋은 호텔은 역 뒤에 있다. 
정답해설: 재료를 나타내는 ‘~로 만든’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en을 써야 하며, 전치
사 sans 다음은 관사 생략, 여성국가 앞 전치사 de 다음에는 관사를 생략한다.
                                                                      정답 ③
29. 부사 용법 이해하기

 
A: 그들은 시골에서 어떻게 지내? 
B: 아주 훌륭히.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고 있어.

정답해설: bien, fort, tout는 모두 부사로 형용사 앞에서 ‘매우’의 의미로 쓸 수 있
다. 따라서 1,2,3, 모두 정답이다.                                        정답 ⑤ 

30. 목적보어 용법 이해하기

a.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난다.                  b.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c. 이 셔츠들을 서로 위에 놓으세요.           d.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산다.

정답해설: 《l’un l’autre》 는  l’un l’autre로 쓰이거나 사이에 l’un 전치사 l’autre와 
같이 전치사를 사이에 넣을 수 있는데 이는 동사의 보어로서 서로서로라는 뜻으로 쓰
인다. 따라서 직접목적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없는 형태로, 간접목적보어로 
쓰일 때는 동사에 따르는 전치사를 사이에 쓴다. 이러한 이유로 정답은 a와 c가 되므
로 ②이 정답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