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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같은 발음 찾기

  dîner [dine]

① 정식 ② 교훈 ③ 토요일 ④ 메시지 ⑤ 산책
정답해설: dîner에서 [e]발음을 찾는 문제이므로 [e]발음이 포함되어 있는 message 
[mesaːʒ]가 정답이다.                                                   정답 ④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일반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수영하기, 테니
스치기, 자전거 타기, 산에 가는 것 역시 좋아한다. 

정답해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moments, nager, tennis, vélo, montagne이므로 
정답은 métro인 지하철이다.                                            정답 ④ 
                
3. 숙어 찾기                               

A: 내일 시험 때문에 (a)밤을 샜어. 
B: 저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선, 이 페이지들을 쭉 (b)훑어봐. 너한테 많은 도

움이 될 거야. 

정답해설: passer une nuit blanche(밤을 지새우다), jeter un oeil sur(~을 쳐다보
다)의 표현을 찾는 문제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4. 숙어 찾기

○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 개가 집 앞에서 망을 본다.   

① 형태 ② 보호, 감독, 감시 ③ 기회 
④ 놀람 ⑤ 주의                     
정답해설: prendre garde de ne pas+inf(~하지 않도록 조심하다), monter la 
garde(망을 보다)라는 표현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은 garde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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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 찾기

- 죄송합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 설명해 보세요. 하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바빠서요. 약속이 있거든요.  

① 서투르게 ② 가난하게 ③ 간단히 ④ 슬프게 ⑤ 어렵게
정답해설: 대화의 흐름상 여자가 바쁘다고 하였으므로 ‘간단히’라는 표현의 
simplement이 알맞다.                                                  정답 ③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그의 이름이 뭐였지?  
B: Christophe 아니야? 
A: 아, 맞다.

① Christophe 아니야? ② Christophe일 걸요? 
③ Christophe 없나요? ④ 아마도 Christophe이죠? 
⑤ Christophe 아닌가? 
정답해설: 선택지 ③은 전화 대화에서 Christophe가 거기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7. 날씨 표현 이해하기
① Nantes에는 비가 온다. ② Toulouse는 날씨가 흐리다. 
③ Paris는 날씨가 매우 좋다. ④ Cannes는 바람이 분다. 
⑤ Besançon은 해가 약간 있다. 
정답해설: 주어진 그림과 일치하는 것은 Besançon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8. 대화 이해하기

A: 친구들아, 너무 늦었어. 난 몹시 피곤해. 난 바로 잘래. 
B: 벌써? 좋아. 좋은 꿈 꿔! 
A: 고마워. 내일 봐!

① 맛있게 먹어 ② (잘) 일어나  ③ 좋은 방문이 되길  ④ 좋은 꿈 꿔  ⑤ 수고해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는 말을 고르는 것이므로 ④번이 알맞
다.                                                                   정답 ④

9. 대화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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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례합니다. 우체국으로 가려는데요? 
B: 계속 직진하세요. / 저를 따라오세요. / 기차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 오른쪽 

첫 번째 길을 택하세요. Beaux-Arts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① 계속 직진하세요. 
② 저를 따라오세요.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③ 기차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④ 거기서 당신의 부모님을 뵐 겁니다. 
⑤ 오른쪽 첫 번째 길을 택하세요.
정답해설: 길 안내하기에 관한 위 대화의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0. 대화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치즈 한 조각 주세요.
B: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A: 아니요, 조금만 더 주세요.

① 무슨 용도죠 ② 고르셨나요 ③ 어떻게 그래요 
④ 몇 분이세요 ⑤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정답해설: 점원과 손님의 대화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⑤번이다.          정답 ⑤

11. 사과에 대한 대답 표현  

A : 오, 죄송해요! 제가 발을 밟았어요. 
B :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정답해설 : 사과에 대한 대답으로 적합한 것은 a와 b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2. 유감 표현 

<보 기>
a. 괜찮습니다
b. 괜찮습니다
c. 잘 지탱하지 못한다
d. 생각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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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e: Julien과 나는 오늘 저녁에 같이 콘서트에 가기로 했어.
Marc: 아 그래?
Lucie: 응. 너도 올래?
Marc: 안타깝다! 난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① 천만에요 ② 기꺼이 ③ 안타깝다 ④ 좋아 ⑤ 문제없어
정답해설: Marc가 선약이 있어서 못가는 상황이므로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알맞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3. 편지글 이해하기

Émilie에게,
잘 잤어? 오는 길에 수퍼마켓에 들릴 수 있니? 우유랑 계란 좀 사다줘.
가능하겠니? 고마워. 오늘 저녁에 만나.  
Carine이 

① 천만에! ② 가능하겠니? ③ 확실히 아니야! 
④ 전적으로 그렇진 않아? ⑤ 너 시간이 없어! 
정답해설: 물건을 사오라는 부탁의 대화에 들어갈 표현은 ②번이다.       정답 ②

14. 대화 이해하기

A: 여보세요, 잘 지내지? 뭐해?
B: 기다려, 샤워하고 나오는 길이야
A: 원하면 내가 다시 전화할까?
B: 아니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① 괜찮아.  ② 그러길 원해. ③ 잠시 후에. 
④ 전혀 기억하지 못해. ⑤ 좀 있다 다시 전화해
정답해설: 괜찮으니 계속 전화하자는 대화이므로 ①번이 알맞다.            정답 ①

15.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A: 내 가방 안에 뭐가 있게? 상상해봐.
B: 케이크야?
A: 아니
B: 아니면, 초콜릿 상자?
A: 아니
B: 그럼 뭔데? 나 포기하겠어!
A: 계속 애써봐. 

정답해설: donner sa langue au chat는 ‘포기하다, 단념하다’의 숙어로 관용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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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6. 의견 묻기 표현 

A: 우리 지금 뭐 할까?
B: 영화 보자. 어떻게 생각해?
A: 미안한데 난 그다지 끌리지 않아. 

① 나에게 일어난다. ② 니 말이 맞아. ③ 좋은 냄새가 난다. 
④ 어떻게 생각해? ⑤ 얼마야? 
정답해설: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④번이 알맞다.       정답 ④

17. 물건 사기 표현

점원: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손님 A: 저는 감자 피자 하나 주세요.
손님 B: 저도 같은 걸로요. 

① 뭘 드릴까요? ② 계산서 필요하시나요? 
③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④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⑤ 음료는 뭐로 드시겠어요? 
정답해설: 물건을 살 때 쓰는 표현으로 점원이 하는 말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알맞은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18. 전화 대화 이해하기

Laurent: 여보세요? Delphine Lebaud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직원: 전화하신 분 누구시죠? 성함이...? 
Laurent: Laurent Lefèvre입니다. 

<보 기>
a. 누구의 것입니까?
b. 전화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c. 선생님 성함이...?
d. 전화하신 분 누구시죠?

정답해설: 전화 대화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물어보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로 c, d가 정
답이다.                                                               정답 ⑤ 

19. 이동 방법 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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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도서박람회에 간다. 
B: 너 네 집에서 멀어! 거기 어떻게 갈 생각이니?
A: 차타고 가려고.
B: 좋은 생각이네.  

① 차타고 가려고 ② 9월 20일이다 
③ 여기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다 ④ 나는 거기서 책을 살 예정이야 
⑤ 나는 손으로 계산할 거야 
정답해설: 박람회에 가는 방법을 묻고 있으므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대답한 ①이 정답
이다.                                                                  정답 ①

20. 편지글 이해하기

Lisa에게,
드디어 네가 파리에 왔구나. 멋지다! 미안해 내일은 내가 가게일 때문에 공항에 
나갈 수 없을 거 같아. 하지만 우리 집에 오는 길은 쉬워. 버스를 타고 Châtelet
에서 내려. Gerger 거리 7번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내 친구가 집에
서 너를 기다릴 거야. 좋은 여행되길!
뽀뽀를 보내며,
Marion

정답해설: Marion이 자신의 집 위치를 설명하며 Châtelet에서 가깝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1. 허락 표현 찾기 

A: Sébastien이랑 스키타고 싶어요. 그래도 되요, 아빠? 
B: 좋아. 하지만 너무 늦게는 들어오지 마.  

① 괜찮아요 ② 그래도 되요 ③ 정확해요 
④ 그럴 권리 있어요 ⑤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정답해설: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22~26] 문화

22. 프랑스 도시 Stra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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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sbourg를 아시나요? 유럽의회 덕분에 이 도시는 유럽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 가치들을 견고하게 끌어안고 있습
니다. 게다가 해마다 5월이면 유럽 연합을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오래된 집들과 
아름다운 교회들과 더불어 Petite France 지역은 방문하기에 매우 예쁜 곳입니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에서 유럽 연합의 주요 도시가 되었으며 매해 5월에 유럽 연합의 
축제가 열린다고 언급되었으므로 a, d가 정답이다.                         정답 ②

23. 문학가 Patrick Modiano

Anne: 너 Patrick Modiano의 Villa triste 읽어봤어?  
Paul: Patrick Modiano?
Anne: 응. Boulogne-Bilancourt에서 1945년에 태어났고 201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어. 그 책은 매우 재미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Paul: 그래? 그럼 다른 책들도 또 썼어?
Anne: 물론이지 La Place de l’Étoile, Dora Bruder 등이 있어. 그는 기억과 망

각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Paul: 흥미롭네. 나도 알아보고 싶다. 

① 그는 종종 그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② Paul은 그의 책들 중 한 권을 막 읽었다. 
③ 그는 노벨문학상을 거부했다. 
④ Villa triste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⑤ 그는 현재 70살이 안되었다.
정답해설: Vialla triste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는 말이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
이다.                                                                 정답 ④

24. 구어적 표현

독일어에서 온 단어인 니켈은 은색의 금속이다. 일단 깨끗하게 광을 내면 아름다
워진다.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더럽지 않은!》 또는 《완벽해!》 《C’est 
nickel!》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예를 들면 매우 깨끗한 잔이나 매우 잘 되어 있
는 일을 일컬을 때도 《C’est nickel!》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① 이전에 《nickel》이라는 표현은 프랑스에서 금지어였다. 
② 잔을 니켈로 늘 닦는다. 
③ 《nickel》이라는 단어는 《매일 매일의 삶》을 의미한다. 
④ 《C’est nickel!》이라는 표현은 《잔을 가지고 일한다.》를 의미한다. 
⑤ 《C’est nickel!》은 매우 깨끗한 것들을 표현한다. 
정답해설: 니켈이 금속의 속성처럼 깨끗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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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25. 엠마우스 운동 

Pierre 신부님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엠마우스 운동이 거의 70년이 
되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운동으로 더 많은 인간애가 가능해졌고 국제적인 엠마우스 운동은 1971년에 시작
되었다. 오늘날 300개 이상의 센터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정답해설: 엠마우스 운동에 대한 내용과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라는 것
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26. 프랑스 인물 앙리 4세

프랑스 왕(1589~1610)이었던 부르봉 왕조의 첫 번째 사람인 앙리 4세는 프랑스인
들에게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앙리 4세 이후로 그의 자식들 중의 한 명이 
루이 13세 왕이 되었다. Pont Neuf 다리 위에는 앙리 4세의 동상을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파리에는 앙리 4세라는 매우 좋은 고등학교도 있다.  

<보 기>
a. 그는 루이 13세의 아버지이다.
b. 그는 같은 이름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c. 그는 Pont Neuf 달의 동상을 만들었다.
d. 그는 프랑스의 왕이 된 최초의 부르봉 왕조 사람이다.

정답해설: 앙리 4세의 자식 중의 한 명이 루이 13세가 되었으며 프랑스 왕이 된 최초
의 부르봉 왕조 사람이라는 설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a, d이다.     정답 ②

[27~30] 문법

27. 직접목적보어 대명사의 쓰임 

저기,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이 있어. 나에게 그것을 줄래?  

정답해설: 직접목적보어대명사 ‘le/la/les’는 직접목적어의 기능을 갖는 정관사, 소유
형용사 그리고 지시형용사로 이끌어진 일반 명사구를 대신하는 것 외에 상황과 문맥
에 의해 한정된 일반 명사구 역시 대신할 수 있다. 문제에서 대상이 된 직접목적어는 
상황에서 미리 언급되어 한정된 목적어이므로 중성대명사 en이 아닌 le로 대신하여야 
하며 문장 배열은 1, 2, 3인칭의 간목-직목 보어의 순서에 있어서 간목과 직목의 어
순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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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용사의 일치

a. 그녀는 밝은 파란색의 눈을 가졌다.
b. 그들은 신선한 음료를 마신다.
c. 멋진 선수들입니다!
d. 나는 네가 더 건강해지길 바라.

정답해설: bleu clair는 담청색을 나타내는 단어로 형용사가 결합된 하나의 불변의 형
용사이므로 a는 맞는 표현이다. b의 boissons은 여성 복수명사이므로 fraîches로 바
꿔야 올바른 표현이다. c는 joueuses에 맞게 형용사를 일치시켰으며 d의 meilleuse
는 meilleure가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a, c이다.                   정답 ②

29. 부정대명사

a.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b. 나는 다른 그 무엇도 보지 못했다.
c. 그중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답해설: a에서 pas un은 주어로 사용된 부정대명사로 ne와 함께 부정문으로 옳게 
사용되고 있다. b에서는 rien이 과거시제와 함께 쓰이며 동시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
는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rien은 과거분사와 함께 쓰일 때 과거분사 직전에 놓이며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전치사 de가 온다. 따라서 b 역시 맞는 
문장이다. c의 경우에는 aucun이 의미상의 주어인 비인칭 구문으로 en은 aucun과 
관계하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올바른 문장이다. 따라서 a, b, c 전부 옳
은 문장이다.                                                          정답 ⑤

30. 전치사

a. 그는 25살이 되어 간다. 
b. 그는 일을 하며 먹고산다. 
c. 나직이 말해야 한다. 

정답해설: ‘aller sur 나이’는 ‘~ 나이에 가까워지다’, ‘vivre de ~’는 ‘~으로 삶을 영
위하다’, ‘à voix basse’는 ‘낮은 목소리로, 나직이’의 의미이다. 순서대로 배열하면 
sur-de-à이므로 c-b-a의 순서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