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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자음 발음 구별하기
이 선글라스로 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observer[ɔpsɛʀve]에서 b는 무성음 [p]로 발음된다.
① sept[sɛt] ② fraise[fʀɛːz] ③ obliger[ɔbliʒe]
④ accepter[aksɛpte] ⑤ pharmacie[faʀmasi]

2. [출제의도] 명사 철자 알기
MOO, RAYON, OSEAU

MOTO: 오토바이 CRAYON: 연필 OISEAU: 새
① 일 ② 초콜릿 ③ 화장 ④ 병 ⑤ 잼

3. [출제의도] 형용사 어휘 알기
◦세상은 좁다.
◦너는 혼자 외출하기에 아직 너무 어리다.
◦사람은 때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① 좋은 ② 큰 ④ 상냥한 ⑤ 나쁜

4. [출제의도] 동사 어휘 알기
A: 안녕하세요, 선생님.
B: 안녕하세요, 부인. 방 하나 부탁합니다.
A: 며칠 머무르실 생각입니까?
B: 이틀 머무를 겁니다.
penser [compter] + 부정법: ~할 생각이다. décider
de + 부정법: ~하기로 결심하다, promettre de + 부정
법: ~하기로 약속하다, choisir de + 부정법: ~하기로 
선택하다

5. [출제의도] 명사 어휘 알기
◦뱅상은 본업이 기술자다.
◦당신은 직업으로서 무엇을 하십니까?
◦뤽은 돈을 벌기 위해 기자 일을 한다.
① 꿈 ② 수업 ③ 미래 ⑤ 성공

6. [출제의도] 시각 묻기
A: 연주회는 몇 시에 시작하니?
B: 7시에. 벌써 6시 45분이야.
A: 15분밖에 안 남았어. 서두르자.
moins le quart: 15분 전, un quart d’heure: 15분

7. [출제의도] 주문하기
A: 커피를 원하세요 아니면 차를 원하세요?
B: 아니요 고맙지만, 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A: 알겠습니다.

① 비싸지 않아요 ② 차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③ 커
피 부탁해요 ④ 건강에 좋아요
8. [출제의도] 감사 말에 답하기

A: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B: 네,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A: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인.
B: a, b, e 천만에요, 선생님
c. Ce n’est pas grave와 d. Il n’y a pas de mal은 사
과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다.

9. [출제의도] 인물 묘사하기
내 딸 쥘리가 한 살일 때, 처음으로 걸었다. 두 살 

때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섯 살 때 읽고, 쓰기 시
작했다. 여덟 살에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

홉 살 때 그림을 배웠다. 배워야 할 것이 많다.
10. [출제의도] 날씨 말하기

① 화요일에는 월요일보다 기온이 2도 낮다.  ② 수요
일에는 눈이 내리고 영하 3도이다. ③ 금요일에는 비
가 오고 목요일보다 더 춥다. ④ 월요일에는 바람이 
불고 화요일보다 덜 춥다. ⑤ 목요일에는 날씨가 맑
고 기온은 가장 높다.

11. [출제의도] 초대하기
A: 토요일 오후에 시간 있니?
B: 응, 왜?
A: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영어 숙제를 하기로 했어. 

프랑스와, 마르크, 아나이스가 올 거야. 너는?
B: 그래, 갈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폴!
② 난 믿어. ③ 가능하지 않아. ④ 뭐로 만든 거야? ⑤
바빠.

12. [출제의도] 안부 묻고 답하기
A: 잘 지내?
B: 잘 지내, 고마워. 너는?
A: a. 나쁘지 않아 / b. 매우 잘 지내 / c. 더 좋아졌어, 

고마워.
d. Moi non plus는 ‘나 역시도 아니다’의 뜻이다.

13. [출제의도] 부탁이나 요청하기
안녕, 피에르. 왜 응답을 하지 않니? 우리 약속을 잊

었니? 지금 카페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14. [출제의도] 인원 말하기

A: 몇 분이세요?
B: 세 명입니다.
A: 저기 창가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①, ② 얼마에요 ③, ⑤ 며칠입니까

15. [출제의도] 안내문 이해하기
방문 안내

주소: 윌슨 대통령 대로 11, 75116 파리
전화: + 33 (0)1 53 67 40 00
관람 시간: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박물관 매표소 운영은 9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교통편:
지하철: 알마-마르소 (9호선) 또는 이에나 (9호선)
버스: 32, 42, 63, 72, 80, 82 및 92

16. [출제의도] 영수증 이해하기
« 7 J /7 » 상점

그라몽 대로 73, 37000 투르
환영합니다!

 2018년 11월 09일                  16:15
---------------------------

사과 / 1kg        2.60 €
토마토 / 1kg        2.30 €

---------------------------
합계            4.90 €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① 얼마를 지불했어요? ② 무엇을 샀나요? ③ 상점 이
름은 무엇인가요? ④ 상점 주소는 무엇인가요? ⑤ 누
가 토마토와 사과 값을 냈나요?

17. [출제의도] 의견 묻기
A: 조에가 이 넥타이를 선물했어. 이것을 어떻게 생

각해?
B: 매우 예쁘네! 너에게 잘 어울려.
A: 고마워, 친절하구나.
① 그녀는 어떻게 지내 ② 넌 뭐에 대해 생각하니 ③
그것을 어디서 팔았니 ④ 무슨 일이야

18. [출제의도] 격려하기

A: 수학 시험을 잘 봤니?
B: 아니요, 이번에는 저에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A: 힘내라. 다음에는 잘 할 거야.
① 멋져 ③ 기꺼이 ④ 축하해 ⑤ 만족해

19. [출제의도] 양해 구하기
A: a. 죄송합니다 / b. 실례합니다 / c. 미안합니다, 선

생님. 오페라에 가려면요?
B: 매우 쉬워요. 곧장 가서 좌회전 하세요. 오른쪽에 

그것이 있어요. 바로 그래요.
 d. 천만에요 e. 줄을 서세요

20. [출제의도] 건강 상태 묻기
A: 무슨 일 있어요?
B: 스키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A: 유감이군요.
① 뛰는 걸 싫어해요 ② 저요, 저는 치아가 아파요 ③
어제 팔을 다쳤어요 ④ 오늘 아침에 자동차가 고장났
어요

21. [출제의도] 사물 묘사하기
A: 내 모자를 잃어 버렸어. b. 너 그거 못 봤어?
B: 네 모자? a. 어떻게 생겼어?
A: 작고 검은 색이야.
B: 아니, 결코 못 봤어. c. 여기저기 잘 찾아보았어?
A: 응,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

22. [출제의도] 프랑스 도시 이해하기
A: 이 아름다운 도시 알아?
B: 응, 물론이지.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 지

역의 첫 번째 도시고, 프랑스에서 두 번째 도시
야.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어. 이프성은 이 도시에
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장소 중의 하나야.

A: 아, 이프성!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덕분에 알려졌지.

23. [출제의도] 프랑스 인물 이해하기
스탕달은 앙리 베일이란 이름으로 1783년 1월 23

일 그르노블에서 태어나서 1842년 3월 23일 파리에
서 사망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1827년, 44세의 나이에 그는『아르망스』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적과 흑』을 썼다. 1830
년에 그것을 파리에서 출판했다. 1839년, 『파르마 수
도원』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 소설인 
『라미엘』을 끝마치지 못했다.
① 그르노블 출신이다. ②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③
본명은 앙리 베일이다. ④ 마지막 소설을 완성하지 못
했다. ⑤ 『적과 흑』은 그의 첫 작품이다.

24. [출제의도] 프랑스 언어문화 이해하기
지아: 요즈음 나는 언니와 늘 문제가 많아! 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레아: 여전히 그러니? 둘 다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는

구나.
지아: 그게 무슨 뜻이야?
레아: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않고 

항상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25. [출제의도] 프랑스 축제 이해하기

니스 카니발은 겨울에 하는 프랑스의 첫 번째 카니
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 중 하나이다. 그것은 
2019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당신에게 멋진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세나 광장과 알베르 1세 정원 주
위에서 춤을 추면서 행진한다. 매년, 밤낮으로 전 세계
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카니발을 즐긴다. 2주 동안 3
번의 주말에 걸쳐 니스 카니발을 체험하러 오세요.
① 카니발에서는 조용히 행진한다. ② 여름에 하는 프
랑스의 첫 번째 카니발이다. ③ 일주일 동안 카니발
을 즐긴다. ④ 이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 
중 하나이다. ⑤ 프랑스에서 온 적은 수의 사람들이 



카니발을 보러 온다.
26. [출제의도] 프랑스 교육 이해하기

프랑스에서 학교 수업은 6월 말과 7월 초 사이에 
끝난다. 대 방학 혹은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두 달의 
방학 후, 학생들은 9월에 개학한다. 만성절 방학, 성탄
절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 같은 모든 작은 방학을 
셈한다면, 방학은 1년 동안 두 달 더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두 합치면 방학은 4개월이다.

27. [출제의도] 부정 형용사/대명사 쓰임 알기
옳은 문장은 다음과 같다. ①On n’en a aucune idée. 
우리는 어떤 생각도 없다. ③ Elles s’asseyent l’une à 
côté de l’autre. 그녀들은 서로 옆에 앉는다.  ④
Montrez-moi d’autres jupes ! 다른 치마들을 보여주
세요! ⑤Parmi ces filles, j’en connais 
quelques-unes. 이 소녀들 중, 몇 명을 알아요.

28. [출제의도] 부정법 쓰임 알기
A: 당신 가방을 들어드릴까요?
B: 바쁘지 않으세요?
A: 아니요, 전혀요.
옳은 구문은 ‘peux vous aider à porter’다.

29. [출제의도] 복합 과거 쓰임 알기
조동사가 être인 경우 과거 분사는 주어의 성수에 일
치한다. 특히 se souvenir의 경우 과거 분사는 항상 
주어의 성수에 일치한다. ④는 Elles se sont 
souvenues des jours heureux.로 바꾸어야 한다.
① 그녀는 의자 위에 앉았다. ② 그는 어제 저녁 늦게 
돌아왔다. ③ 그들은 1층으로 내려왔다. ④ 그녀들은 
행복한 날들을 추억했다. ⑤ 장과 나, 우리는 숲에서 
산책했다.

30. [출제의도] 동사 쓰임 알기
a. 우리는 축구를 한다.
b.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 어떤 스포츠를 더 좋아하니?
d. 이 근처에 호텔이 없다.

옳은 문장은 다음과 같다. b. Merci de votre 
invitation. c. Quels sports préfères-tu? d. Il n’y a 
pas d’hôtel par i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