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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Pour mieux vivre ensemble, il faut avoir de la tolérance et accepter la 

culture des autres.

함께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가져야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② ③ ④ ③ ③ ⑤ ② ⑤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③ ⑤ ② ④ ① ⑤ ③ ② ⑤ ④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⑤ ① ④ ④ ① ① ⑤ ① ①

[해설]

1. [정 답] ④

[출제의도] 발음 - 마지막 자음의 발음 여부

[해 설] 프랑스어의 대개 끝자음은 발음되지 않으나, -c, -f, -r, -l로 끝날 경우는 

대체로 발음한다. 

-d, -s, -t가 단어 끝에 위치하는 경우 거의 발음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

은 예외적으로 발음이 된다.

d: sud[syd]남쪽   

s: bus 버스,  fils 아들,  mars 3월,  tennis 테니스  

t: est 동쪽,   ouest 서쪽,  sept 7,   huit 

œuf는 단수일 때는 f가 발음되고, 복수일 때는 f가 발음되지 않는다.

① 그녀는 등이 아프다.

② 나는 나의 직업을 매우 좋아한다.

③ 그는 삶은 계란 2개를 먹는다.

④ 니스는 프랑스의 남쪽에 있다. 

⑤ 우유와 버터를 사라!

2. [정 답] ②

[출제의도] 철자

[해 설] 철자 i, n, o, a, p, c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copain이다.

 ① 미래 ② 친구    ③ 사촌    ④ 자연     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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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물이다.

나는 나무에서 노래한다.

나는 하늘을 난다. 

나는 누구일까요?

Sylvie: 안녕, Paul! 너 어디 가니?

Paul: ____________. 너 나와 함께 갈래?

Sylvie: 응, 좋아.

A: 너는 무엇을 할거니?

B: 나는 스위스에 ________ 로 결정했어.

당신은 한국인이시네요!

당신은 서울 출신이세요?

3. [정 답] ③

[출제의도] 어휘

[해 설] 

 ① 고양이 ② 개     ③ 새     ④ 돼지     ⑤ 물고기

4. [정 답] ④

[출제의도] 어휘

[해 설] 대화의 흐름상 장소를 답해야 하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être à la mode : 유행하고 있다.

 ① 학교에 ② 영화관에   ③ 시장에

 ④ 유행하는 ⑤ 서점에

5. [정 답] ③

[출제의도] 어휘

[해 설] visiter동사는 타동사이므로 visiter la Suisse가 올바른 표현이다. 

 ① 가다 ② 머무르다   ③ 방문하다

 ④ 여행하다 ⑤ 돌아가다

6.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인적사항

[해 설] 출신지를 묻는 질문에 나이를 답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① 정확합니다. ② 네, 맞아요.   ③ 저는 20살입니다.

 ④ 뭐라구요, 선생님? ⑤ 아니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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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Le Gourmand 레스토랑입니다.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우리는 3명입니다.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Toubon입니다.

파업 때문에, 우리의 도서관은 14일 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은 출입구 

문 옆에 있는 상자에 여러분의 책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5일 

화요일 9시에 다시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17일에 나는 기아 투쟁을 위해 달린다.

a. 어떤 이름으로 예약 하시겠어요?

b. 몇 명이세요?

c. 저는 목요일 13시에 테이블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a. 왜?                       b. 그는 무슨 일이 있니?

c. 이것은 무엇입니까?        d. 그는 무엇을 먹니(사니, 잡니)?

7.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예약하기 

[해 설] 레스토랑 예약하는 순서가 자연스러운 것은 c-b-a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8.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 안내문

[해 설] 파업으로 인한 도서관 휴관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9.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 포스터 문구 이해하기 

[해 설] 포스터 문구에 <기아 투쟁을 위해 달린다.>라는 행사 목적이 나와 있으므

로 정답은 ⑤번이다.

10.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 건강

[해 설] Xavier가 저녁 모임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장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

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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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aivier는 저녁 모임에 오지 않니?

B: 응, 그는 오지 않아.

A: ___________________?

B: 그는 감기에 걸렸어.

Strasbourg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Paris는 날씨가 맑다. Besançon은 눈이 

내린다. Lyon은 구름이 있다. Bordeaux는 바람이 분다. 

A: 너는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올 수 있어?

B: ____________ 나는 이미 약속이 있어.

A: 정말? 그렇다면, 나는 택시를 탈거야.

Alice: 우리는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enoît: 네 말이 옳아.

Céline: 그러나 나는 수업시간에 정보를 얻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다.

David: 나는 Céline의 의견에 동의해.

Elsa: 나, 나는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핸드폰을 소지하면 우리는 강의를 또한 

잘 들을 수 없어.

11.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 날씨

[해 설] 일기예보의 날씨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Besançon 이므로 정답은 ③번이

다. 

12.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 거절

[해 설] 글의 흐름상 거절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① 전적으로 동의해 ② 기꺼이  ③ 응, 내가 거기에 갈게.

 ④ 문제없어. ⑤ 불가능해.

13.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 동의하기

[해 설] Alice, Benoît, Elsa는 교실에서 핸드폰 소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14.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 축하하기

[해 설] 대화의 중심 내용은 대상을 받은 A를 축하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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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너는 대상을 받았어. 축하해!

B: 당신 덕분입니다.

A: 아니야, 그것은 네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역에서)

A: 기차가 몇 시에 떠나지?

B: __________________.

A: 지금 몇 시야?

B: 11시 반이야. 우리는 20분 후에 떠나.

A: 이 영화는 네 마음에 들었니?

B: ___________, 그러면 너는?

A: 나쁘지 않았어.

안녕 François,

나는 노르망디에 도빌에 있어. 이곳은 멋져. 바다는 아름답고 날씨는 좋아.

나는 해변에 가고 나는 오전에 수영을 해.  오후에는 나는 도시를 걷고 

상점들을 구경해. 이것이 진정한 방학이야. 우리 개학 때 보자.

_____________. 

Isabelle

15.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 시간표현

[해 설] 현재 시각이 11시 반 이고 20분 후에 기차가 떠나므로 기차는 11시 50분

에 떠난다. 

 ① 정오 10분전에 ② 정오 35분에  ③ 11시 10분에

 ④ 11시 20분에 ⑤ 11시 반에

16.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 의견말하기

[해 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① 반가워 ② 기꺼이   ③ 천만에요

 ④ 우정을 보내며 ⑤ 별로

17.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 편지쓰기

[해 설] 편지글  끝맺음 인사말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로 Je t'en 

prie는 감사에 대한 답변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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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례합니다 부인, 우체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______________. 당신은 저쪽에 교회가 보이시죠?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A: 대단히 감사합니다.

Noa: 아빠, 내가 토요일 저녁에 외출할 수 있을까요?

Papa: ________________________

Noa: 그러나 나는 Léa와 약속이 있어요.

a. 자 어서 해!  b. 글쎄 뭐랄까요?  c. 그것은 너무 쉽다.  d. 누가 시작하지?

 ① 안녕 ② 나는 너를 사랑해   ③ 천만에

 ④ 잘 있어 ⑤ 곧 보자

18.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 내용 파악하기

[해 설] Ce sont de vraies vacances.를 통해 Isabelle이 즐거운 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 길 찾기

[해 설] B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적절한 문장은 ⑤번이다. 

 ① 유감입니다. ②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③ 나는 알지 못합니다. ④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⑤ 우체국은 Aube거리에 있습니다. 

20.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 허락

[해 설] 마지막 Noa의 말을 통해 Papa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① 네가 좋다면(그렇게 해라)  ② 왜 안되겠니?   

 ③ 물론 되지. ④ 우리는 너의 고모 댁에 가.

 ⑤ 좋은 생각이야.

21.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 게임의 순서 묻기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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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친구들아, 우리 게임하자. 세계의 건축물의 이름을 생각해내야 해.

B: ____________________

C: 난, 아니야.

A: Diderot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Langres에서 행사가 있어.

B: Diderot? 누구야?

A: 그는 첫 프랑스 백과사전을 썼고 또한 여러 권의 소설을 썼어. 우리는 그를 

백과사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B: 그는 Langres에서 태어났니?

A: 응, 그는 1784년에 파리에서 사망했어.

 올해, 대학입학자격시험은 6월 17일 월요일에 시작한다. 고2학생들은 프랑스

어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고3학생들은 1주일 동안 다른 시험들을 치른다. 합

격하기위해서는 적어도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야만 한다. 그들은 7월 5일부

터 인터넷이나 그들의 고등학교에서 결과를 알 수 있다. 

프랑스어로 <중국어를 말하다>는 두 가지 다른 용법이 있다. 

하나는 중국어라는 언어를 말할 줄 안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정확한 프랑스어

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정 답] ⑤

[출제의도] 문화 - Diderot

[해 설] Diderot의 백과사전 출간 3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라 Diderot탄생 300주

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3. [정 답] ①

[출제의도] 문화 - 대학입학자격시험

[해 설] 프랑스어 시험은 첫날에 치른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2학생들은 프랑스어 

시험을 치른다 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4.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 언어

[해 설] <중국어를 말하다>가 2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언어 표현의 다

의성이 중심 내용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5.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 파리의 명소

[해 설] 유람선의 안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L’Arc de Triomphe (개선

문)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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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Seine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Alma다

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왼쪽 편에서 당신은 Louvre 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지금, 우리는 Cité 섬 가까이에 도착합니다. 여기 멋진 Notre-Dame 대성당

이 있습니다. 

A: 나는 저 새로운 건물에 산다. 

B: 몇 층에?

A: 7층에.

a. 나는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다.

b. 너 빵 한 조각 먹을래?

c. 약간의 물을 저에게 주세요.

d. 나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아들: 엄마, 엄마의 여동생의 소식을 아세요?

어머니: 응, 나는 어제 그녀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만났어. 

26.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형용사

[해 설] nouvel+ 모음이나, 무음h로 시작하는 남성명사/  quel+ 남성명사

immeuble (건물) : 남성명사,  étage (층) : 남성명사

27.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관사의 생략

[해 설] mourir de + 무관사 명사 : -으로 죽을 지경이다. 

수량의 표현 (un morceau de, une tasse de, un kilo de, trop de, beaucoup de, 

un peu de, peu de) + 무관사 명사

전치사 de 다음에는 부분관사 du, de la, 부정관사 des는 생략한다.

28. [정 답] ⑤

[출제의도] 문법 - 복합과거

[해 설] 과거분사의 일치: 복합과거에서 직접 목적보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 과거

분사는 직접목적보어에 성, 수 일치한다. je l’ai appelée hier. 

대명동사의 복합과거: 대명동사의 복합과거는 조동사로 être를 사용하며 재귀대명

사 se가 직접목적보어로 사용될 경우 과거분사는 주어의 성, 수 일치한다. 

on s’est v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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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A: 창구 앞에 저 모든 사람들을 봐봐!

B: 우리는 줄을 서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돼.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어.

A: 알았어.

A: 너 먹을 것 있어?

B: 응, 나는 크레이프가 있어. 너는 그것과 함께 설탕을 원하니?

A: 너는 다른 것은 전혀 없어?

B: 아니, 나는 잼이 있어.

A: 좋아, 그렇다면 나에게 잼과 함께 크레이프 하나 줘.

29.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 어순

[해 설] être obligé de +inf : -해야만 한다.

passer le temps à +inf :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주어진 낱말을 어순에 맞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us ne sommes pas obligé de passer notre temps à  faire la queue.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à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30.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 전치사

[해 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avec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