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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프랑스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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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모음 발음 구별하기
enfant[ɑ̃fɑ̃]
① brun[bʀœ̃] ② main[mɛ̃] ③ plein[plɛ̃]
④ sympa[sɛ̃pa] ⑤ embrasser[ɑ̃bʀase]

2. [출제의도] 철자 알기
ÉGLISE, VALISE, CHEMISE로 퍼즐에 공통으로 사
용할 조각은 ISE이다.

3. [출제의도] 부사 어휘 알기
◦매우 감사합니다.
◦그녀는 매우 예쁘다.
◦사람들은 폴에 대해 좋게 말한다.
① 좋은, 선 ② 나쁘게, 악 ④ 매우 ⑤ 많이

4. [출제의도] 전치사 어휘 알기
A: 그가 언제 다시 올까?
B: 그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떠나는 거야.
A: 몰랐어.
① ~타고 ② 위에 ④ ~ 위하여 ⑤ ~에도 불구하고

5. [출제의도] 동사 어휘 알기
◦나는, 흐름을 따른다.
◦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항상 나이다.
suivre 동사와 être 동사는 1인칭 단수 형태가 suis
로 같다. ① 하다 ③ 없다 ④ 보이다 ⑤ 숙고하다

6. [출제의도] 안부 말하기
A: 안녕, 니콜라. 잘 지내?
B: 꼭 그렇진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
A: 무슨 일이니?
B: 어제, 자정까지 일해야 했거든.
① 나쁘지 않아 ② 향이 좋아 ③ 아주 잘 지내 ④ 
그럴 필요 없어

7. [출제의도] 인사하기
A: 그러면 이제 갈게. 또 보자, 베르트!
B: 다음에 봐!
① 내일 봐 ② 금요일에 보자 ③ 맛있게 먹어 ④ 좋
은 하루 보내 ⑤ 좀 이따 보자

8. [출제의도] 교통수단 말하기
A: 에펠탑 가는 버스가 있나요?
B: 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택시 타는 게 낫

겠어요. 더 빨라요.
A: 알겠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9. [출제의도] 음식값 지불하기
A: 계산서 부탁합니다.
B: 알겠습니다.
A: 카드 받으십니까?
B: 네, 손님.
① 음료는 무엇을 드릴까요? ② 후식 가져왔어요. ③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⑤ 다른 것이 필요하십
니까?

10.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성탄절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거야?
B: 산에 가고 스키를 탈 거야. 얼음낚시도 할 거야. 

저녁에는 책을 읽을 거야.
11. [출제의도] 감사에 답하기

A: 급하시니까, 역까지 태워 드릴게요.
B: 매우 고맙습니다, 선생님.
A: 천만에요, 부인.
d의 ‘Il n’y a pas de mal.’(괜찮아요)은 사과에 대한 
답변으로 쓴다.

12. [출제의도] 승낙과 거절하기
알렉스: 이번 토요일에 우리 집에 너희들을 초대할

게. 올 수 있니?
레오  : 기꺼이.
뤽    : 나도.
조에  : 왜 안 되겠어?
안    : 좋은 생각이야.
에릭  : 이런! 선약이 있어.

13. [출제의도] 소개하기
내 이름은 세실 뒤부아입니다. 스물한 살이고 파리 

13구에 거주합니다. 파리-소르본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합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① 그녀는 어디 삽니까? ② 그녀는 몇 살입니까? ③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④ 그녀는 무엇을 좋아
합니까? ⑤ 그녀가 선호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4. [출제의도] 출신지 묻고 답하기
A: 안녕. 난 장이야, 반가워.
B: 반가워. 난 알리스야. 너 어디 출신이니?
A: 리옹 출신이야.
B: 난, 제네바 출신이야.
① 너 어딨어 ③ 너 어디 가니 ④ 너 어떻게 생겼어 
⑤ 너 어떻게 지내

15. [출제의도] 유감 표현하기
A: 테오야, 오늘 아침에 마린 보았니?
B: 아니, 그녀는 오늘 학교에 안 왔어. 그녀는 아파.
A: 저런 안됐다! 그녀의 집으로 가볼까?
B: 그러자.
① 기꺼이 ② 너에게 그녀를 바꿔줄게 ④ 줄을 서자 
⑤ 그녀는 나와 생각이 같아

16. [출제의도] 약속 취소하기
A: 오늘 약속 장소에 갈 수 없어. 동생을 돌봐야 

해. 미안해.
B: 괜찮아. 다음에 보자.

17. [출제의도] 직업 묻고 답하기
A: 직업이 무엇입니까?
B: c. 한국어 교사입니다. 당신은요?
A: 저는요, 병원에서 일합니다.
B: b. 의사세요?
A: a. 네, 그렇습니다.

18. [출제의도] 광고 이해하기
라 렌 데 플라쥬

Trouville 식당 78개 중에 7위
바다를 향해 있음

요리: 프랑스식, 유럽식
식사: 점심, 저녁

Trouville-sur-Mer시 Fernand Moureaux대로 
123번지, 우편번호 14360

아침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시각 묻고 답하기

A: 스와송과 파리 북역 간 첫 열차는 몇 시에 출발

해?
B: 4시 반에 출발해.
A: 마지막 열차는?
B: 밤 9시 15분 전(8시 45분)에 출발해.

20.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를 읽고 있어.
B: 난 그의 책을 좋아하지 않아.
A: 왜?
B: 왜냐하면 그의 책이 지루하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A: 그럼, 넌 누구를 좋아해?
B: 난 빅토르 위고를 좋아해. 이미 레 미제라블을 

읽었고, 노트르담 드 파리를 읽고 있어.
21. [출제의도] 물건 구매하기

A: 안녕하세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B: 안녕하세요. 포도주 한 병 사려고요.
A: 이 보르도산 적포도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B: 얼마예요?
A: 24유로 90입니다.
① 그거 어디 있어요 ③ 그거 어때요 ④ 며칠이에요 
⑤ 몇 분이세요

22. [출제의도] 프랑스 언어문화 이해하기
A: 마농, 사람들이 “바나나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

면 무슨 뜻이니?
B: 행복하다는 뜻이야.
A: 그래?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에) 과일 이름

을 많이 사용하니?
B: 응, 예를 들면, 의식을 잃었다고 말하려면 “나는 

사과 속에 떨어졌어.”라고 말하지.
23. [출제의도] 프랑스 인물 이해하기

잔 다르크는 1412년 1월 6일에 로렌의 동레미에서 
태어났고 루앙에서 1431년 5월 30일 겨우 19세에 화
형을 당했다. 100년 전쟁 중에 프랑스에서 살았다. 
1429년 쉬농에서 샤를 7세를 만났다. 그녀는 영국으
로부터 프랑스를 해방했다. 그녀 덕분에 샤를 7세는 
권력을 잡았다. 1920년 이래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잔 다르크 기념일이다. 1953년 루앙에 개관된 잔 다
르크 박물관은 2012년에 폐관되었다.

24. [출제의도] 프랑스 명소 이해하기
지베르니는 파리 북서쪽 노르망디에 있다. 파리에서 

겨우 70㎞ 거리에 있다. 클로드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
났지만, 지베르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집과 아름다운 정원, 지베르니 인상주
의 미술관이 있다. 지베르니에서 모네는 아주 유명한 
그림, ‘수련’을 그렸고, 그곳에서는 그 그림의 실제 장
소를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프랑스 사회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Covid-19로 인해 문제들에 직면하

고 일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Les Restos 
du Cœur(마음의 식당)는 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
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먹거리를 기부받아 좋은 음식
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그룹 ‘라 
방드 데 장푸와레’는 콘서트를 열어 그들을 돕는데, 
2020년에는 TV로만 음악회를 열었다.

26. [출제의도] 프랑스어권 언어 정책 이해하기
1969년 공식 언어에 관한 법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캐나다의 두 가지 공식 언어로 삼는다. 그런데 두 공
식 언어의 사용권은 주마다 다르다. 브리티시컬럼비
아,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혹은 뉴펀들랜드 같은 여러 
주에서 영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다. 반대로, 퀘벡에서
는 프랑스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다. 사실, 영어는 퀘
벡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에서 통용된다.
① 퀘벡에서는 영어를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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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랑스어는 캐나다 전역에서 통용된다.
③ 온타리오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④ 프랑스어는 캐나다의 두 공식 언어 중 하나이다.
⑤ 캐나다에서는 1969년부터 프랑스어 사용이 금지

되어 있다.
27. [출제의도] 중성대명사 쓰임 알기

A: 사무실에 어떻게 가십니까?
B: (a) 거기에 지하철 타고 갑니다.
A: 자동차가 없으세요?
B: 네, (b) 그것 없습니다.

28. [출제의도] 속사와 상황보어 쓰임 알기
a. 네 사촌은 높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b. 어머니는 몸이 가뿐하다고 느낀다.
c. 이 파란 치마는 비싸다.
d. 그의 누이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혼자 산다.
c는 ‘Cette jupe bleue coûte cher.’로 해야 맞다. 여
기서 cher는 ‘비싸게’라는 뜻으로 쓰인 상황보어이다.

29. [출제의도] 형용사 쓰임 알기
A: 너 사빈의 새 아파트 주소 알아? 
B: 응, 왜? 
A: 그녀에게 선물을 보낼 생각이야.
형용사 nouveau(새로운), beau(예쁜), vieux(늙은)는 
모음이나 무음 h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제2형인 nouvel, bel, vieil를 사용한다.

30. [출제의도] 최상급과 지시대명사 쓰임 알기
A: 내 생각에는 가장 추운 달은 1월이야.
B: 맞아. 요즘 너무 추워.
(a) le plus froid est celui로 대화를 완성한다. ‘정
관사 + 비교급 = 최상급’으로 le plus froid는 최상급 
표현이다. 지시대명사 celui는 ce mois를 대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