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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in의 발음 이해하기

① 배고픔    ② 바람    ③ 은행    ④ 이름    ⑤ 산 
정답해설: printemps의 in은 [ɛ̃]으로 발음나므로 정답은 faim[fɛ̃] 인 1번이 답 
                                                                      정답 ① 
                                                                      
2. 철자 알기

① 카드   ② 정확한   ③ 문   ④ 빨간색의   ⑤ 운동
정답해설: boulangerie, croissants, campagne, gâteau aux fraises  e,o,p,t,r 이
므로 porte가 정답                                                     정답 ③

3. 어휘- 동사

① 잡다, 쥐다, 일기를 쓰다   ② 살다   ③ 달리다   ④ 빌려주다   ⑤ 계산하다.
정답해설: tenir un journal 일기를 쓰다. 이므로 정답은 1번               정답 ①

4. 어휘- 명사

봄이다! 

 Paul, 
    빵집에 가서 사오렴
   - 크루아상 3개
   - 시골빵 1개
   - 딸기 케이크 1개 
  고마워! 
                     아빠가 

A: 내 딸 Emma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B: Emma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글을 쓴다는 것 어렵지 않아? 
A: 아니, 굉장히 좋아해.

○ 이 클래식 음악 소품은 매우 멋지다.
○ 그는 종잇조각에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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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각    ② 소음   ③ 초콜렛   ④ 음악의 소품, 조각, 단편   ⑤ 정보 
정답해설: morceau de musique 음악의 소품, morceau de papier 종잇조각 
따라서 둘 다 적합한 단어인 morceau가 정답                            정답 ④

5. 어휘- 명사

① 더운   ② 시원한, 신선한 공기, 냉기   ③ 냉장고   ④ 추운   ⑤ 중심
정답해설: mettre ~ au frais ~을 냉장하다. 시원한 곳에 두다. à peu de frais 경
제적으로 라는 뜻이 있으므로 frais가 정답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표현 이해하기

① 또 만나.     
② 안녕히.    
③ 어림없는 소리,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④ 잘됐다.    
⑤ 문제 없어!
정답해설: 문맥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어림없는 일이야.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
므로 3번이 정답                                정답 ③
                                               
7. 표현 이해하기

○ 와인병을 시원한 곳에 두세요. 
○ 우리는 함께 경제적으로(값싸게) 여행을 했다. 

A: 엄마, 저 새로운 컴퓨터 갖고 싶어요! 
B: 어림없는 소리. 너 이미 하나 있잖아. 
A: 하지만 너무 느리다구요!

(창구에서)
A: 지하철 티켓 하나요!
B: 선생님! 댁의 차례를 기다리셔야합니다(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A: 죄송합니다. 제가 줄을 못 봤군요.

<  보    기>

a. 불가능하다.        b. ~해주시기 바랍니다. 
c. ~해야만 합니다.    d. ~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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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être prié de 동사원형: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과  être obligé 
de 동사원형: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문맥이 되므로 정답은 b, c인 
3번.                                                  정답 ③

8. 거절하기 

① 기꺼이            ② 물론이지                ③ 관심이 가네.  
④ 거기 같이 가자    ⑤ 난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정답해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5번이 적합.      정답 ⑤
                                
9. 대화 이어가기

Chloé: Éric, 너 어디야?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Éric: 아! 정말? 나는 la Paix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 
     바로 갈게!

① 정말?            ② 천만에       ③ 전혀  
④ 우리 어는 요일에 만날까?         ⑤ 나는 편지 한통을 받았다.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상 확인하며 반문하는 내용이 적합하므로 1번이 정답. 정답 ①
                 
10. 출입국 대화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여권 보여주세요.
B: 자 여기요. 
A: 프랑스에는 어떤 이유로 오신거죠?
B: 여기에 만날 친구들이 있습니다. 
A: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①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②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③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④ 프랑스에는 어떤 이유로 오신거죠?
⑤ 프랑스에는 얼마나 머무시나요? 
정답해설: B의 대답이 친구들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프랑스에 온 용건을 물어보는 것
이 가장 적절함.                                                        정답 ④
         

A: 오늘 저녁에, 나는 Stade de France에서 프랑스 독일전 축구를
   보러 갈거야. 너도 같이 갈래? 
B: 나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A: 유감이네. 나 혼자 그럼 보러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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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순서 배열하기 

(백화점에서)
손 님: 실례합니다. b.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판매원: a. 뭘 원하십니까?
손 님: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판매원: 3층입니다. c. 저기 승강기 보이세요? 그것을 타시면 됩니다. 
손 님: 정말 감사해요.   

정답해설: 문맥의 흐름상 b-a-c가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2번             정답 ②

12. 묘사하기

Marion은 긴 머리카락을 가졌다. 그녀는 안경을 꼈고 모자를 썼다. 

정답해설: 그림 중 긴 머리에 안경을 끼고 모자를 쓴 사람은 3번           정답 ③
          

13. 의견 물어보기 

A: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를 바라셔. 넌 어떻게 생각해? 동의해? 
B: 내 경우는, 그의 말이 맞아. 

① 어떻게 생각해?     ② 너의 의견은 뭐니? ③ 너는 그의 의견에 동의해?
④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답해설: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      정답 ④
                               
14. 제안하기

 

A: 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B: 응, 왜?
A: 내가 영화 쉐프(Comme un chef) 보러 극장에 
  가려고 티켓 두 장을 갖고 있거든. 우리 거기 갈래? 
B: 기꺼이. 

① 네 마음에 들었어?       ② 너는 확신해?   ③ 우리 거기 갈래? 
④ 너는 어디에 가야만 해?  ⑤ 배 안고파? 

<  보    기>
a. 뭘 원하십니까?       
b.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c. 저기 승강기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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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문맥상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B의 마지막 대답 또한 Avec 
plaisir이므로 3번이 가장 적절함.                                        정답 ③

15. 날씨 표현 이해하기

Pierre: 안녕, Nicolas. 
Nicolas: 안녕, Pierre. 잘 지내? 뭐 새로운 일 있어? 
Pierre: 잘 지내. 나는 지난 주말에 바다에 다녀왔어. 너는, 넌 어떻게 지내?
Nicolas: 나쁘지 않아. 

① 나중에 봐!        ② 뭐 새로운 일 있어?     ③ 그렇게 생각해? 
④ 근시일에 봐!      ⑤ 어디로 떠나니?   
정답해설: 서로 안부를 물어보며 새로운 일 있는지 소식을 묻는 표현이므로 2번이 가
장 적합                                                               정답 ②

16. 초대장 이해하기

Hèléne
9월 8일에 10살이 됩니다. 
그날, 그녀가 여러분들을 그녀의 집에서 오후 3시부터 있을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8월 31일 전까지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 01 04 XX XX

정답해설: 생일이 9월 8일이고 8월 3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였으므로 3주 전은 성립
되지 않음. 따라서 정답은 5번                        정답 ⑤
                                   
17. 안내문 이해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일주일에 세 번 씩 프랑스어 수업을 진
행합니다. 수업료는 내실 필요 없으시구요. 
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nathalie@orange.fr
                                                                    Natalie 

정답해설: Natalie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업을 한다는 내용
이므로 5번                                                           정답 ⑤



6

18. 물건 사고 팔기 

A: 토마토 1킬로와 감자 2킬로 주세요. 
B: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같이 뭐 드릴까요?(다른 것은요?)
A: 그게 다예요. 얼마 드려야 되죠?
B: 12 유로입니다. 

① 다른 건요?          ② 잘 지내시나요?        ③ 누구세요? 
④ 카드 받으시나요?    ⑤ 좋은 생각인가요? 
정답해설: 물건을 사고 팔 때 판매원이 손님에게 하는 말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1번                                                                   정답 ①  

19. 대화문 이해하기

A: 디저트는요 손님?
B: 저에게 제안하실 게 있나요? 
A: 초코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B: 그럼 그거 먹겠습니다.  

① 고르셨나요?     ② 뭐 찾으셨나요?      ③ 우리는 식탁에 앉아요? 
④ 누가 있나요?    ⑤ 맛있는 거 뭐가 있나요?
정답해설: 손님이 디저트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점원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같은 의미
의 문장을 고르면 5번이 정답                                    정답 ⑤
       
20. 길 묻고 답하기

A: 나는 Stromae가수를 매우 좋아해. 너는 그의 노래 Papaoutai 알아? 
B: 모르는 거 같아. 그의 노래 제목 이름이 뭐라고? 
A: Papaoutai.
B: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내가 들어볼게.  

① 잊지마(기억해)                 ② 일이 잘 되어간다       ③ 일어나지마
④ 아닌 거 같아(모르는 거 같아)   ⑤ 신경쓰지마 
정답해설: 노래를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적합한 것은 4번.                  정답 ④ 

21. 사과 말에 답하기 

A: 오! 죄송해요. 선생님!
B: 괜찮습니다. 그냥 물인걸요.
A: 기다리세요. 제가 테이블을 닦아 드릴게요.

① 날씨가 안 좋아요.    ② 괜찮습니다.       ③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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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괜찮습니다.          ⑤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해설: 사과 말에 답하기의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면 날씨를 나타내는 1번이 정답
                                                                      정답 ①

[22~26] 문화

22. 노동 시간

1936년에는 많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주당 40시간 일하였다. 그러나 Aubry법 이후
로 그들은 주당 35시간 일한다. Martine Aubry는 보다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그들
에게 주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
리를 창출하기를 원했다. 

정답해설: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Aubry법이며 그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
움을 주고자 하였으므로 b와 d가 맞는 표현                       정답 ⑤
                                                 
23. 역사적 인물

Simone Veil는 그녀가 파리에서 죽은 다음 해에 2018년 7월 1일 Panthéon에 안
장되었다. Panthéon에 묻힌 5번째 여인이다. 그녀는 평생을 여성과 유럽의 권리에 
몸 바쳤다. 그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여성 최초의 유럽의회 의장이었다. 

정답해설: Simone Veil는 여성 최초의 유럽의회의 장이었으며 평생을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하였다. 따라서 c와 d가 정답                                     정답 ⑤  
 

24. 국경없는 의사회

A: 나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배지를 받았어.
B: 국경없는 의사회, 그게 뭔데?
B: 그것은 단체인데. 의사들과 프랑스 기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픈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파리에 설립했어. 
   매달 나는 이 단체에 10유로씩 기부하고 있어. 

<  보    기>
a. 그녀는 2018년도에 파리에서 사망했다.
b. 그녀는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다.
c. 그녀는 유럽의회의 장이었다.
d.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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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설립 목적과 설립 장소이므로 정답은 4번 
                                                                      정답 ④  
                                                  
25.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4개의 국가 언어가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레토르
망어. 스위스의 서쪽 지역, Genève와 Neuchâtel주에서는 우선적으로 프랑스어를 
쓴다. 이 언어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① 학교에서는 독일어보다 레토르망어를 더 많이 배운다. 
② 스위스의 서쪽 지역에서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③ 이태리어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④ Genève에서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만을 사용한다.
⑤ 스위스에서 1945년이래로 프랑스어는 국가 언어(국어)이다. 
정답해설: 스위스의 서쪽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2
번이 적합                                                             정답 ②

26. La Roque d’Anthéron 축제

La Roque d’Anthéron 축제는 국제적인 피아노 페스티발이다. 이 축제는 
Florans 성의 공원의 야외에서 여름마다 열린다. 유럽에서 매우 유명한 음악과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매우 훌륭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정답해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축제라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음.   정답 ④ 

[27~30] 문법

27. 관사 

A: 여보세요, 거기 01 45 22 XX XX번 맞나요?
B: 아니오, 여기는 01 45 23 XX XX입니다. 

정답해설: 전화 번호 대화에서 화자가 어떠한 번호에 맞게 걸었나요? 라고 물어볼 경
우에는 Je suis bien au 전화번호를 쓰고, 이곳은 ~번호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C’est le 전화번호를 씀. 따라서 au, le가 정답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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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교급 

a. 그는 나보다 3살 더 어리다. 
b.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c. 어린이들은 점점 더 수영을 잘한다. 
d. 나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려고 애쓸 것이다. 

정답해설: a의 경우는 trois ans de moins que moi, d의 경우는 aussi vite que 
possible로 써야 정답                                                 정답 ④

29. 부정의 de 
① 멋진 날씨다. 
② 나이가 꽤 있는 남자이다. 
③ 나는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신다. 
④ 그것은 파는 자동차가 아니다. 
⑤ 의자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다. 
정답해설: 부정문에서 직접목적보어의 부정관사나 부분관사는 de로 바뀌나 ce n’est 
pas, ce ne sont pas 뒤에 오는 속사의 경우와 둘 사이의 대조를 나타낼 때는 부정
의 de가 아닌 관사를 온전히 써야함. 따라서 3번 문장의 경우 Je ne bois pas du 
thé mais du café.로 써야 맞는 문장임.                               정답 ③

30. 옳은 문장 고르기 

a. 그는 삼촌 집에서 온다.
b. 그는 요즘 피아노를 친다.
c. 그는 역사에서 20점 만점에 14점을 받았다. 

정답해설: chez는 앞의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있고 depuis peu는 요즘을 뜻하
는 단어이며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전치사 sur를 씀. 따라서 모든 
문장이 맞는 문장임.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