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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Cet ordinateur coûte très cher. 이 컴퓨터는 매우 비싸다.

                           [ɛ]

guide안내인,  médecin의사,  ingénieur기술자,  secrétaire비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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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정 답] ⓛ

[출제의도] 발음 - 모음 [ɛ]
[해 설] 철자 e는 발음되는 끝자음 앞에 위치하면 [ɛ]로 발음되고 발음되지 않는

끝자음 앞에 위치하면 [e]로 발음된다. 

단어가 -er로 끝나면 자음 r는 보통 발음이 되지 않는다. 단, cher, hier, hiver, mer등은

끝자음 r가 발음이 된다. 

 ① hiver [ɛ] 겨울        ② parler [e] 말하다 ③ léger [e] 가벼운

 ④ goûter [e] 맛보다 ⑤ étranger [e]외국인

2. [정 답] ② 

[출제의도] 철자 - 명사

[해 설] 철자 i, m, é, r, e, t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보기에서 métier이므로 정

답은 ②번이다.

① 티켓 ② 직업 ③ 분    ④ 토마토     ⑤ 번호

3. [정 답] ④

[출제의도] 어휘 - 명사

[해 설] 그림에서 소녀가 쥐고 있는 것은 우산(parapluie)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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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A: 저 사람 누구입니까? 

B: Vincent씨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A: 새로운 대통령인가요? 오, 정말 저분은 키가 크네요!

B: 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축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A: 그녀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니? B: 그녀는 ______ 쥐고 있어.

A: fac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B: faculté(단과대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단어들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b)대신에 (a)를 사용합니다.

내 이름은 Gilbert Dubois입니다. 나는 리옹에서 일합니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나는 프랑스인입니다. 나는 22살입니다. 

 ① 가방 ② 모자 ③ 바지    ④ 우산   ⑤ 신발

4. [정 답] ⑤

[출제의도] 어휘 - comme의 다양한 쓰임

[해 설] comme는 (1) -로서(자격), (2)-이므로, -이니까 (종속접속사), (3)평서문

앞에 놓여서 감탄문으로 사용되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5. [정 답] ②

[출제의도] 어휘 - 줄임말

[해 설] (a)와 (b)는 줄임말 관계를 나타낸다. télé는 télévision의 줄임말이므로 정

답은 ②번이다. 

6.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소개하기

[해 설]자기소개의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adresse(주소)이므로 정답은 ③번

이다. 

 ①나이 ② 이름 ③ 주소    ④ 직업   ⑤ 국적  

7.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가능성

[해 설] 대화의 흐름상 거절의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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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A: 내일, 너는 Nicole집에서 하는 저녁 모임에 오니?

B: 아니, ______________

A: 유감이다!

당신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더 유창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를 당신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A: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

B: 무슨 일이야?

A: ______________

B: 그렇다면, 집에서 쉬어.

 ① 천만에요.  ② 좋아요. ③ 나는 할 수 없어.

 ④ 천만에요.  ⑤ 우리 몇 시에 볼까?

8.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제안

[해 설] 한국인이 프랑스인에게 서로 언어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 글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9.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건강

[해 설] 대화에서 B가 잠을 못잔 이유를 물어 봤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① 나는 열이 있어.    ② 나는 기분이 좋아.     ③ 나는 컨디션이 좋아.

 ④ 모든 것이 매우 좋다.  ⑤ 나는 좋은 꿈을 꿨어.

 

10.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장소 말하기

[해 설] 엽서와 신문을 살 수 있는 곳은 kiosque(신문 가판대)이므로 정답은 ②번

이다.  

11.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감탄

[해 설] 서류를 잃어버린 친구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b. 믿을 수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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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는  나의 서류를 잃어 버렸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

B: __________ 경찰서에 가자.

A: 네가 옳아, 거기에 가자.

행복을 빌어!

사랑하는 Anne에게

나는 너의 결혼식에 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축하해! 너의 웨딩드레스는 어땠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니? 너의 부모님들은 

우셨니? 케이크와 식사는 어땠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잘 있어. Lucie.

A: 자, 봐봐!   B: 오, 아니야! 그렇다면 ___________.

A: 나는 예쁜 아파트를 발견했어.

B: ______________?

A: 시청 근처야. 그쪽은 예쁘다. 

 d. 걱정하지마. 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a. 전혀 아니야!  c. 기꺼이!

12.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편지 내용 이해하기 

[해 설] 본문에서 Lucie는 결혼 선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①번

이다. 

13.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금지하기

[해 설] 그림 속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① 우리는 자전거타고 거기에 간다.  ② 자전거타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한다.  

③ 우리는 자전거타고 산책할 수 있다.  ④ 자전거 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금

지이다.   ⑤ 우리는 우리의 자전거로 거기에 가야만 한다. 

14.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장소 묻기

[해 설]장소를 묻은 문장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① 정원이 있니? ② 몇 층에 있어?  ③ 언제부터?

 ④ 방이 몇 개야? ⑤ 어느 동네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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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프랑스사람들에게 빵은 중요하다. 10명중 9명의 프랑스인들은 매일 빵을 산다. 

그들은 아침식사에서(63%), 점심식사에서(78%) 그리고 저녁식사에서(77%) 

그것을 먹는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주 그들의 빵집을 빵 맛이 좋기 때문에 

선택한다(66%).

A: 그 가수는 몇 살이니?

B: 나는 ___________________라고 생각해.

A: 정말? 그런데 그는 더 젊어 보여. 

a. 그는 매우 젊다.

b. 그는 우리만큼 나이가 들었다.

c. 그는 우리보다 덜 나이가 들었다.

d. 그는 우리만큼 젊지 않다. 

a. 좋지 않아.  b. 확신한다.  c. 멋지지, 아니야?  d. 너 만족하지, 그렇지 않니? 

15.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내용 이해하기

[해 설] 프랑스 사람의 66%는 맛으로 빵집을 선택한다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④

번이다.

16.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비교하기

[해 설] 대화의 흐름상 가수의 나이가 자신들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들었다는 표

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7.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캠페인

[해 설] 보기 중 ①번은 하루에 3회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섭취하라는 캠페인 인

데 하루에 3회 샐러드 섭취하기로 그림을 잘못 이해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② 물 많이 마시기.     ③ 하루에 적어도 5개의 과일이나 야채 먹기.  

④ 적어도 하루에 30분 운동하기.   ⑤ 하루에 1-2회 생선이나 고기 섭취하기.

18.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만족

[해 설]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이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장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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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A: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로댕 박물관이 어디입니까?

B: _________________.

A: 박물관은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a. 왼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

b. 그리고  Varenne거리까지 걸으세요.

c.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도신 다음 곧장 쭉 가세요. 

1949년부터 니스의 일기예보

가장 추운 날 - 1985년 1월 9일

가장 낮은 온도 - 영하 7,2도

가장 추운 해 - 1956

가장 더운 날 - 1956년 8월 21일

가장 높은 온도 - 35.8도

가장 더운 해 - 1997

19.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길 묻고 답하기

[해 설] 길안내의 순서가 바른 것은 a-b-c순서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0.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교통수단

[해 설] 교통수단을 묻는 문장이 제목으로 나와야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① 파라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② 파리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③ 파리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에 갑니까?  ④ 파리사람들은 언제 바캉스 떠납니까?  

⑤ 파리사람들은 몇 시에 일합니까?

21.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기능 - 날씨

[해 설] 자료에서 가장 더웠던 날은 1956년 8월 21일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③

번이다. 

22. [정 답] ⑤

[출제의도] 문화 - 퀘백의 초대문화

[해 설] 퀘백 사람들의 초대 문화와 관련된 글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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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백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녁식사보다는 저녁식사 후에 그들 집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한잔 마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23시경에 사람들은 

당신에게 작은 과자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곧 작별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1570년부터 스트라스부르 도시는 대성당 주변에 ________을 엽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당신에게 2013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 초콜릿 

또는 좋은 술을 거기에 사러 올 것을 권합니다. 

 노르망디에서, 사람들은 명백하게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당신이 노르망디 사람에게 질문을 제기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를 

선호한다. : 아마도 네, 아마도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은 노르망디 

사람의 대답이라고 불리 운다.

A: 금년에 어린왕자는 출간 70주년이 되었어. 생텍쥐페리의 이 책은 먼저 

1943년 미국에서 출간 되었어.  

B: 너 확실해?

A: 응. 그러나 프랑스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기위해 1946년도를 기다렸어. 

그것은 생텍쥐페리가 사망하지 2년 후야. 

 

23. [정 답] ②

[출제의도] 문화 -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

[해 설] 문맥상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관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① 스키학교        ② 크리스마스 마켓      ③ 크리스마스 콘서트  

 ④ 춤 페스티발     ⑤ 꽃시장 

24. [정 답] ②

[출제의도] 문화 - 노르망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

[해 설] 문맥상 노르망디 사람은 명백하게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정답

은 ②번이다. 

25.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 생텍쥐페리

[해 설] 작품 어린왕자는 미국에서 먼저 출간 되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6. [정 답] ③

[출제의도] 문법 – 정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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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너는 모레 시간 있니?

B: 아니, 나는 ________ 축구해. 내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게.

A: 좋아.

A: 우리의 약속은 1시야. 우리는 늦을 거야. 

B: 아니야, 지금 11시 50분이야. 우리는 1시_______ 도착할 거야. 

A: 그래도 서두르자. 

a. 설탕도 소금도 더 이상 남지 않았다.

b. 그녀는 바다도 산도 좋아하지 않는다. 

c. 우리는 영어도 독일어도 말하지 않는다.

d. 그는 감사의 말도 없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떠났다. 

[해 설] 요일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마다라는 뜻이 된다.  글의 흐름상 나는 토요

일마다 축구한다가 어울리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요일 앞에 전치사 à를 붙인 à 

samedi는 토요일에 보자! 라는 뜻이 된다.  

27. [정 답] ②

[출제의도] 문법 - 명령문

[해 설] Vous désirez? 당신 무엇을 원하세요? 에 대한 대답으로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는 명령문이 나와야 한다. 긍정명령문에서 간적목적보어 인칭대명사는 

동사 뒤에 위치하므로 donnez-moi. 정답은 ②번이다. 

28. [정 답] ④

[출제의도] 문법 - 전치사

[해 설]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à une heure (1시에), dans une heure (한 시간 후

에), avant  une heure (1시 전에)가 알맞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après une heure 1시 이후에

29. [정 답] ③

[출제의도] 문법 - 부정문

[해 설] ne- ni ni 구문에서 ni다음에 부정관사, 부분관사, 부정의 de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정관사는 사용한다. b는 Elle n'aime ni la mer ni la montagne.가 

올바른 문장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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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_ 정답 및 해설 

 

판매원은 손님에게 기계의 사용법을 읽어보라고 __________. 

30. [정 답] ⑤

[출제의도] 문법 - 동사

[해 설] conseiller à qn de inf : -에게 -할 것을 권하다. demander à qn de inf 

: -에게 -할 것을 요구하다. 보기에서 전치사 à를 취하는 동사는 conseiller와 

demander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