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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철자, 어휘 영역

1. 발음

 너무 고마워!

① 딸 [fij] ② 표 [bijε] ③ 가족 [ famij ] 
④ 마을 [ vilaːʒ ] ⑤ 친절한 [ ʒɑ̃tij ]
정답해설 : mille[mil]의 [il]과 같은 발음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 철자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작은 선물들을 준
비합니다. 

정답해설 : 순서대로 a, m, i, e, c이므로 mince가 정답이다.
① 하얀   ② 화요일   ③ 날씬한    ④ 삼촌    ⑤ 가득 찬               정답 ③

3. 어휘

A: 케이크의 마지막 부분이야. 원하니?
B: 아니야. 그건 네 몫이야.
A: 고마워. 너 참 친절하다.  

① 몫, 할당분, 부분   ② 상자   ③ 조각, 단편, 방   ④ 기회   ⑤ 수입, 요리법  
정답해설 : ‘몫, 부분’이라는 뜻은 part이다. C’est gentil de ta part. 너 친절하다. 
그러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part이다.                       정답 ①

4. 어휘

A: 어제, 너 늦게 잤잖아. 그런데 이 시간에 벌써 일어나 있어?/준비 다 됐어? 
B: 응, 나 공항에 가야 하거든.  

① 저기(여기)  ② 일어난  ③ 준비된  ④ 서 있는, 일어나 있는   ⑤ 오래
정답해설 : 의미상 ‘오래, 오랫동안’이라는 뜻의 longtemps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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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휘

∘ 먼저,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 어려운 시간은 그에게 인생의 교훈을 준다(교훈이 된다). 

① 주다   ② 대접하다, ~ 구실을 하다 ③ 가져오다 ④ 약속하다 ⑤ 충고하다
정답해설 : servir 음식을 내놓다, 대접하다  servir de ~ 구실을 하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A: 그는 직업이 뭐예요? 
B: 그는 요리사예요. 서울에 프랑스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A: 우리 같이 갈까요?
B: 아무렴요. 

① 너의 직업은 뭐니?     ② 그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③ 그는 직업이 뭐예요?   ④ 그는 요리로 뭘 좋아해요?  
⑤ 그는 레스토랑을 언제 열었나요?
정답해설 : B의 요리사라는 대답에 직업을 묻는 표현이 나와야 하고 주어가 3인칭이
므로 il을 주어로 해야 하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7.  

하루에 관한 질문:
하루 중 어느 시간 때를 선호하시나요? 
Marc : 샤워하는 저녁이요.
Agnès: 저는 간식시간이요.
Sonia : 저는 산책하는 아침이요.  

① 당신은 누구와 함께 외출하나요?        ② 하루 중 무엇을 하시나요? 
③ 하루 중 어느 때를 선호하시나요?       ④ 당신은 직장에 어떻게 가시나요?
⑤ 당신은 어디로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정답해설 : 세 명이 하루의 각각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8. 

A: 어머나! 호텔이 어디지?
B: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A: 맞아. 내 생각도 그래.
B: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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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아. ② 틀렸어. ③ 나도 그렇지 않아.  
④ 우리 도착했다. ⑤ 분명 아니야.
정답해설 : 뒤의 문장이 ‘내 생각도 그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정답 ①
                                 
9. 

A: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콘서트에 가. 나랑 같이 갈래?
B: 좋은 생각이야. 몇 시에 하는데?
A: 저녁 8시에 시작해. 
B: 우리 어디서 볼까?
A: 극장 맞은편에서 콘서트 20분 전에 보자. 

<보  기>
a. 우리 어디서 볼까?  
b. 너 나랑 같이 갈래? 
c. 몇 시에 하는데?

정답해설 : 대화의 흐름상 b-c-a가 가장 자연스럽다.                      정답 ④ 

10. 

Pierre: 어머, 민수야! 너지? 
Minsu: 아. 피에르!
Pierre: 웬일이니! (놀랍다!) 너 파리에 있어?
Minsu: 응, 나 3일 전부터 휴가 중이야.  

① 나중에 보자.   ② 좋아(그렇게 할게).  ③ 천만에.   ④ 놀랍다!   ⑤ 몇 시야?
정답해설 : 대화의 흐름상 갑자기 만나게 된 두 명의 대화이므로 surprise가 알맞다. 
                                                                      정답 ④
         
11. 

숙제 도와주기
저희들은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한 학생당 한 시간, Stendhal 교실에서 합니다.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www. aidexxvoirs.fr로 등록해 주세요. 

정답해설 :  학생당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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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ise: 너 아직 한국어 수업 듣고 있니?
Alix: 아니,                 .
Lise: 일리 있어(네 말이 맞아). 너는 이미 한국어 잘 하잖아.

① 나는 찬성이야 ② 그만뒀어 ③ 난 거기에 걸어서 가 
④ 여전히 듣고 있어 ⑤ 나는 피곤하지 않아
정답해설 : 대화의 흐름상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이미 한국어를 잘하고 있다고 했으
므로 수업을 그만두었다는 표현의 ②번이 알맞다.                          정답 ②

          
13. 

잠을 더 잘 자기 위한 방법
∘ 가볍게 식사하기
∘ 따뜻한 우유 마시기
∘ 매일 조금씩 운동하기
∘ 오후 4시 이후에 커피 마시지 않기
∘ 식사 후에 바로 자지 않기

정답해설 :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14. 

A: 안녕하세요. 뭐 찾으세요?
B: 넥타이 있나요? 선물하려고요.
A: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값을 얼마나 매기고 싶으신가요?)
B: 40유로에서 50유로 사이요.

① 누구를 위한 선물이죠?        ②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③ 그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④ 이 넥타이가 그에게 잘 어울릴까요?   
⑤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정답해설 : B의 대답이 가격을 말하고 있으므로 가격 표현인 ⑤번이 알맞다. 

정답 ⑤

15.

A: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B: 안녕하세요. 저는 Jean Dubois입니다. Dupont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A: 네. 잠시 기다리세요. / 그를 바꿔 드릴게요. 
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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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a. 기다리세요 
b. 그를 바꿔 드릴게요
c. 잘 안 들립니다
d. 전화 잘못 거셨네요

정답해설 : 전화 대화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표현 중 긍정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와
야 하므로 a, b가 알맞다.                                              정답 ①

16. 

A: 얘들아, 시끄럽게 하지 마라!
B: 그렇지 않으면, 이웃집에서 전화할 거야.
A: 하지만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걸요.
B: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좀 조용히 해!
B: 알겠어요.  

① 식탁 차려라          ② 시끄럽게 하지 마라     ③ 너희들의 공책을 보여줘 
④ 빨간 불 조심해라     ⑤ 우산 잊지 말아라 
정답해설 : 이웃집에서 전화 올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이므로 ②번이 알맞다. 
                                                                      정답 ②
                                  
17. 

(Luc의 집에서)
Léa: 저녁 식사 준비를 아주 잘했네. 정말 맛있었어.
Luc: 고마워. 다음에 또 봐.
Léa: 안녕. 또 전화하자. 
Luc: 알겠어. 잘 들어가.   

① 곧 갈게.  ② 밥 먹자!  ③ 곧 또 전화하자.   
④ 심각하지 않아(대단한 일 아니야). ⑤ 와줘서 고마워. 
정답해설 : 헤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고르는 문제로 ③번이 알맞다.  정답 ③

18. 

Jean: 안녕, Paul. 무슨 일 있어?
Paul: 여기가 아파. 어제 축구하면서 다쳤거든.
Jean: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
Paul: 응,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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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슨 일 있어? ② 너 언제 떠나니?     
③ 너는 어디에서 축구해?  ④ 너는 나에게 무엇을 권해?   
⑤ 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니?
정답해설 : Paul의 대답과 어울리는 질문은 ①번이 알맞다.                 정답 ①
     
19. 

A: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B: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자는 벗으셔야 합니다. 
A: 아,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① (모자를 벗으셔)야만 합니다.    
② 당신은 (모자를) 벗을 수 없습니다.
③ (모자를 벗는 것은) 금지입니다. 
④ (모자를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⑤ (모자를) 벗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해설 :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자를 벗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므로 ①번이 
알맞다.                                                               정답 ①
   
20. 

A: 너는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고 싶니?
B: 선생님처럼 엔지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 걱정 마. 내가 널 도와줄게.
B: 감사합니다.  

① 천만에요.           ② 아무도 없습니다.        ③ 전 여기에 살지 않아요. 
④ 전 감기에 걸렸어요. ⑤ 선생님처럼 엔지니어요. 
정답해설 :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A의 질문에 알맞은 응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1. 

A: 너는 음악 축제를 아니?
B: 응. 올해는 무슨 요일이지? 
A: 6월 21일 목요일이야.
B: 아! 여름을 시작하는 첫날이네. 

① 우리 몇 명이지?     ② 얼마야?     ③ 잘 안 돼? 
④ 무슨 요일에 있지?   ⑤ 온도가 몇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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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므로 ④번이 알맞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Jisou: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해. 하지만 프랑스어로 힘든 인생을 표
현할 때, 사람들은 《개와 같은 인생: une vie de chien》이라고 말해. 왜 
《개와 같은: de chien》일까?

Guy : 그것은 개가 더럽고 심술궂은 동물이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개와 같은: de chien》이라는 표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해

Jisou: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처럼 날씨가 매우 안 좋을 때 사람들은 《개와 같
은 날씨: un temps de chien》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Guy : 그렇지. 

정답해설 : chien이 가지는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Guy가 말하고 있고 또한 un 
temps de chien은 고약한 날씨를 뜻하는 표현이다.                      정답 ②

23. 

A: 파리에 초콜릿 박람회가 있어?
B: 응. 나는 작년에 거기에 갔었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였어. 케이크와 동

물들, 모든 것들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었어. 그리고 17시에는 초콜릿 옷을 입은 
모델들이 행진을 했어. 

A: 쇼콜라티에(초콜릿 장인)를 위한 상도 있어?
B: 응, 이전에는 스위스와 벨기에 사람들이 자주 상을 탔었지. 하지만 2017년도에

는 프랑스 사람들이 올해의 최우수 쇼콜라티에(초콜릿 장인) 상을 수상했어. 

정답해설 : 박람회는 5일 동안 열렸으며 17시간 동안이 아니라 17시에 행진을 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b, c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 ③
                                                                    
24. 

많은 관광객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달팽이 요리를 자주 먹는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동부 지방에서는 이 요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 모두가 
달팽이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먹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축제를 
위해서 먹는다. 프랑스 사람들이 달팽이를 제일 많이 먹는 것은 크리스마스이다. 

① 이 요리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
② 파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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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랑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달팽이를 가장 많이 먹는다.
④ 프랑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만 이 요리를 먹는다. 
⑤ 매일매일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를 먹는다. 
정답해설 : 맨 마지막 문장에 달팽이를 제일 많이 먹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였으
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5. 

George Sand는 1804년에 Paris에서 태어났고 1876년에 Nohant성에서 사망하
였다. Figaro의 기자였던 그녀는 Indiana와 같은 소설을 70개 이상 썼다. 그녀의 
책에서 그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Alfred de Musset와 Frédéric 
chopin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정답해설 : 여성의 권리를 부각시켰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6.  

Nantes는 Paris의 남서쪽에 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매우 유명한 식물 정원을 
방문하거나 9월에 해마다 열리는 《식물들의 열정: la Folie des plantes》에 갈 
수 있다. 2013년에 Nantes는 《유럽의 초록색 수도: Capitale verte de l’Europ
e》을 수상했다. 한국에도 Nantes의 우호 협력 도시인 순천에 Nantes 정원이 있
다.  

<보  기>

a. Nantes는 순천과 관계가 없다. 
b. Nantes는 프랑스의 남쪽에 있다. 
c. 순천에는 Nantes 정원이 있다.
d. Nantes에서는 해마다 《식물들의 열정: la Folie des plantes》이 열린다. 

정답해설 : 순천에는 Nantes 정원이 있으며 해마다 la Folie des plantes 열린다고 
나와 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c, d이다.                   정답 ⑤  
                                        
[27~30] 문법

27.

A: 지금 비가 오네. 그런데도 너 나갈 거야?
B: 아니. 비가 오니까, 나는 집에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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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a. ~이므로, 이니까       b. ~니까, ~이므로 
c. ~와 마찬가지로        d. 그러므로, 그래서

정답해설 :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써야 하므로 a, b가 알맞다.     정답 ①

28. 
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② 그는 나에게 한국식 디저트를 준비해 준다.
③ 그는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야만 한다.
④ 그녀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⑤ 시험 2주 앞두고 그는 벌써 걱정한다. 
정답해설 : Il n’a qu’à finir ce travail pour demain.으로 고쳐야 한다. 문맥상 ‘~
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avoir 다음에 전치사 à +inf가 와야 한다.  

정답 ③                                                        

29. 

Jean: Lucas, 널 기다린 지 30분이 됐어. 무슨 일이야?
Lucas: 미안해, 내가 버스를 놓쳤어.

<보  기>

a. ~한 지 ...가 되었다    b. ~한 지 ...가 되었다     c. ~한 지 ...가 되었다  

정답해설 : voilà, ça fait, il y a + 시간 표현 + que+ind.는 ‘~한 지 ...가 되다.’라
는 표현이 되므로 a, b, c 모두 알맞다.                                  정답 ⑤

30. 

a. Théo는 이 영화를 좋아했어? - 응, 그는 나에게 그것을 좋게 말했어(칭찬했어).
b. 그는 언제 도착해? - 잘 모르겠어. 그것을 그에게 빨리 물어봐.
c. 그는 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해? - 응, 그는 몹시 바라지.

정답해설 : a는 il m’en a dit du bien.으로 써야 하고, b는 Demande-le-lui vite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c는 tenir à~는 ‘몹시 바라다’이므로 맞는 문장이다. 따라서 c
만 올바른 문장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