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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철자, 어휘 

1. 발음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멋진 일이야! 

① 소음 ② 수첩 ③ 직업 ④ 국적 ⑤ 사전 
정답해설: cantine[kɑ̃tin]의 t 발음과 같은 발음은 métier[metje]이다.          

정답 ③

2. 철자

프랑스 사람들이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 초콜릿이나 꽃 혹은 케이크와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답해설: invitent, oubliez, cadeau, chocolats, gâteau의 철자를 조합하면 oncle
이므로 삼촌이 정답이다.                                               

정답 ④ 
                
3. 어휘

A: 박물관 줄이 두 시간이네.
B: 두 시간이라고! 너무 길다.
A: 우리 센 강을 따라 산책하러 가자.  

① 느린 ② 긴 ③ 강변 ④ 짧은 ⑤ 가득 찬 
정답해설: 대화의 의미상 ‘긴’, ‘~의 강을 따라’(le long de)의 두 가지 뜻을 다 가질 
수 있는 어휘는 long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4. 어휘

◦ 그는 산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 우리는 고기와 어울리도록 와인을 마신다.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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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하다          먹다        ② (어떤 상태가) 되다    선호하다  
③ ~라고 느끼다    어울리다    ④ 인식하다             마시다 
⑤ 흥미를 가지다   맛보다 
정답해설: se trouver+속사 ‘자신이 ~하다고 느끼다, 생각하다’, aller avec ‘~와 맞
다, 어울리다’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5. 어휘

Noir씨는 그의 아이들에게 매우 상냥하다. 그와 같은 아버지를 둔 그들은 매우 운
이 좋다. 

① 매우 ② 모든 ③ 매우 ④ 충분히 ⑤ 많이 
정답해설: bien gentil은 ‘매우 상냥한’, bien de la chance은 ‘운이 좋은’으로 두 문
장에 모두 적합한 단어는 bien이다. 

정답 ①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다 드셨습니까? 만족하셨는지요?
B : 네. 맛있었어요.  
A : 디저트 드시겠어요? 
B : 아뇨. 괜찮아요.               
A :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① 식사하세요! ② 다음에 봐요! ③ 자리가 찼습니다.
④ 디저트 먹을게요. ⑤ 계산서 주세요. 
정답해설: 대화의 흐름상 디저트를 안 먹겠다고 하며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자연스러
우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7. 신상카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Emma입니다. 17살이고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Lille에 살고 있고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전 여행을 좋아해요. 제 꿈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마지막 글의 세계여행 부분이므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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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⑤번이다.                                                               
정답 ⑤ 

8. 대화 이해하기 

A : 민지가 프랑스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B : 맞아요.                        . 
A : 프랑스에 있었나요? 
B : 아니요, 대신 프랑스 친구들이 있어요. 

① 저는 반대입니다 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③ 그녀는 기대하지 않아요 ④ 그녀는 더 잘할 수 없을 거예요 
⑤ 저는 그 의견과는 다릅니다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상 프랑스어가 많이 늘었다는 말과 함께 적합한 말은 ④번뿐이
다. 또한 ①, ②, ⑤번은 의미상 같은 의미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9. 제안하기

A : 나 이번 주 토요일 Céline Dion 콘서트 티켓 두 장 있어.             ?  
B : 기꺼이! 오래 전부터 꿈꿔오던 거야. 
A : 그래, 그럼 같이 가자. 

① 그녀는 떠나니  ② 그게 언제인데 ③ 너 갈래 
④ 몇 시야 ⑤ 우리 거기 어떻게 가  
정답해설: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대화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10. 편지글 이해하기

Pauline에게 
이곳 런던은 모든 것이 좋아. 심지어 날씨까지도. 오늘은 공원에 사람들이 적잖이 
많았고 나는 하루 종일 박물관들을 방문했어.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Lyon에는 이틀 후에 돌아가. 
뽀뽀를 남기며 
Léa가 

정답해설: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문장이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1. 전화 대화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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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France Matin입니다. 안녕하세요.
B : 저는 Philippe Michaud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A : 전화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B :                        .
A : 끊지 마세요. 연결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
    메시지 남기시겠습니까?
B : 아니요.                        .

정답해설: 전화 대화의 흐름상 빈칸에 올 말로 배열 한 것은 c-a-b이다. 
              정답 ④

12. 가격 묻기

A : 안녕하세요, 여행 가방 좀 보고 싶습니다.
B :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A : 네, 예쁘네요.                 ?
B : 95 유로입니다. 손님.  

① 얼마인가요 ② 며칠인가요 ③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④ 얼마로 매기고 싶으세요 ⑤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정답해설: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로 combien이 들어가는 표현 중 가격 묻
기 표현에 해당하는 ①이 정답이다.

                                           정답 ①

13. 안내 내용 이해하기

지하철 4호선 공사로 인하여 Saint Sulpice역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폐쇄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답해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폐쇄됨을 알리는 공지문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4. 대화문 이해하기

A: 너 새로운 이웃 분 만나봤니?
B: 아니, 아직.                  ?
A: 호감 가는 스타일이신 거 같아.  

<보  기>
a. 안 계시네요  
b.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c. Jeanne Lecler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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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어  ② 어떤 분이셔  
③ 그분 직업이 뭐야 ④ 성함이 뭐야 
⑤ 그분에게 무슨 일 있어
정답해설: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를 묻는 표현으로 comment을 쓴다. ④번의 
comment은 이름을 묻는 표현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5. 대화문 이해하기

A: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B: 미안, 나 오빠랑 저녁 먹기로 해서. 
A:                 . 맛있게 먹어!
B: 너도.  

① 천만에  ② 알겠어 ③ 유감이네 ④ 괜찮아 ⑤ 괜찮아
정답해설: ①번의 De rien은 ‘천만에’라는 뜻으로 대화의 답으로 적합하지 않고 Je 
vois.는 ‘아, 그래? 알겠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표현은 ①번이다.

                                                        정답 ① 

16. 초대 수락하기  

안녕,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너희들 관심 있니?
Paul: 고맙지만 난 토요일에 이태리에 있어.
Éva: 물론이지, 나는 앙트레를 준비할게.
Noé: 다음에 갈게, 난 일이 있어.

정답해설: 초대에 응한 사람은 앙트레를 준비한다고 한 Éva밖에 없다.      
정답 ①

17. 대화문 이해하기

엄마: Luc, 너 그러고 나가려고?
Luc: 네, 왜요?
엄마: 비 오고 바람도 불어. 지금 여름이 아니라고.                  .
Luc: 하지만 엄마, 전 더워요. 그리고 해가 날 거예요. 
엄마: 너 원하는 대로 해라. 

① 네가 보고 싶어  ② 스웨터를 벗어야 해 ③ 너 추울 거야
④ 우산 가져가지 마 ⑤ 더 가볍게 옷을 입어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상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을 입으라는 엄마의 말이므로 ③번이 
가장 알맞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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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화문 이해하기

A: 실례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어요. 
                                 
B: 네. 오래 전부터 살고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A: 부탁합니다. 지도를 읽을 수가 없네요. 

① 이곳에 사시나요?  ② 처음이신가요? 
③ 왼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④ 시청이요! 
⑤ Saint-Antoine역을 찾고 있습니다. 
정답해설: A가 길을 잃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와야 하고 ‘오래 전부터 살
고 있어요.’라는 상대방의 말과 어울리는 말은 ①번이다.

                    정답 ①

19. 대화문 이해하기 

A: 우리 내일 볼까?
B: 네가 원한다면. 내일 나는 9시에 수영장에 가서 집에                   돌아

올 거야. 그럼. 너 정오에 우리 집에 들를 수 있어? 
A: 알겠어. 

정답해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중 B가 자기 집에 정오에 들릴 수 있냐고 물어보았
으므로 정오 전에 해당하는 a, b가 정답이다.                                  

정답 ①

20. 대화문 이해하기

A: 오늘 오후에 테니스 치는 거 여전히 유효해? 
B: 아니,                               . 
A: 왜?
B: 컨디션이 안 좋아. 

① 별로 ② 못해 ③ 이젠 원하지 않아
④ 이젠 하고 싶지 않네 ⑤ 문제없어
정답해설: 테니스 치는 약속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A의 질문에 B가 아니라고 대답하였
으므로 ‘문제 없다’는 동의의 표현인 ⑤번은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⑤

<보  기>
a. 정오 전에                   b. 두 시간 후에 
c. 저녁에                      d. 14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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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화문 이해하기

A: 제 파란 바지 어디 있어요?
B: 세탁기에 넣었는데. 
A: 벌써요?                    . 
B: 왜?
A: 오늘 저녁에 입으려고 했거든요. 
B: 미안해, 몰랐어. 

① 기꺼이 ② 비싸요 ③ 더 좋아요 
④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⑤ 천만에요
정답해설: 옷을 저녁에 입으려고 했는데 세탁기에 넣은 상황이므로 흐름상 알맞은 말
은 ④번이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프랑스 도시

Bordeaux는 Nouvelle-Aquitaine의 주요 도시이며 프랑스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와인으로 유명하고 예술과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다. 2007년도에 
유네스코는 Bordeaux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정답해설: 프랑스의 북부가 아니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3. 프랑스 인물

Jules Ferry는 1879년부터 1883년까지 교육부 장관이었다. Jules Ferry 이전에는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다니지 않았다. 학교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
한 부모들은 학비를 낼 만큼 부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Jules Ferry 덕분에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프랑스에서 학교는 1881년에 무상으로 되었고 1882년에는 6세
부터 12세까지 의무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정답해설: 비싼 학비를 무상으로 만들었으며 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보  기>
a. 그는 학교를 무상으로 만들었다.      
b.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의 교장이었다.  
c. Jules Ferry 이후에 학교는 남자아이들만 다닐 수 있었다.
d. 1882년에 6세부터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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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a, d가 적합하다.
                                                정답 ②

24. 관용어  

Jisou: 오늘 날씨 너무 덥다!
Laure: 네 말이 맞아. 고양이 한 마리도 없네. 
Jisou: 사람이 없다는 말이야?
Laure: 맞아.
Jisou: 재미있다. 한국어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거든. 

정답해설: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고 묻는 Jisou의 말에 Laure가 맞다고 얘기하였으며 
Il n’y a pas de chat는 아무도 없음을 의미하는 관용어이다.               

정답 ②

25. 프랑스 유적지

1세기에, 로마사람들은 물을 Nîmes까지 길어오기 위해 Pont du Gard를 건설했
다. 이 다리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는 6세기까지 물이 있었다. 1층에는 걸
어서 지나갈 수 있다.

① 3세기에 다리를 건축하였다. 
②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③ 물은 다리의 꼭대기 층까지 지나갔다. 
④ Nîmes은 6세기에 생긴 도시이다. 
⑤ 3층은 자동차로 갈 수 있다.
정답해설: 6세기까지 3층에 물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

26. 프랑스 문화행사 

Mina: 이 꽃들은 뭐야?
Guy: 은방울꽃이야.
Mina: 오늘 거리에서 왜 이꽃을 파는 거야?
Guy: 5월 1일은 노동절인데 그날,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은방울꽃을 주거든.
Mian: 어떻게 시작된 거야?
Guy: 16세기에 Charles 9세가 주변의 여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의미로 이 

꽃을 주었어. 그때 이 전통이 생긴 거지. 

정답해설: 5월 1일에 은방울꽃을 선물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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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문법

27. 전치사

A: 피아노 쳐도 되요?
B: 아니. 밤에는 소란스럽게 해선 안 돼. 그리고 잘 시간이야. 

정답해설: jouer de + 악기명(~을 연주하다)에서 de+le piano이므로 du piano / 
faire du bruit(소란을 일으키다)에서 부정문이므로 du가 부정의 de로 바뀌어야 한
다. / aller au lit 잠자리에 들다

                                                      정답 ⑤

28. 중성대명사

A: 너 직장 옮기려고?
B: 응. 그럴까 생각해.
A: 상사한테는 얘기할 거야?
B: 생각해볼게.   

정답해설: 동사원형을 받는 중성대명사는 le이므로 (a)에는 changer le travail를 받
는 le가 알맞다. réfléchir à ~(~에 대해 유념하다, 숙고하다)이므로 (b)에는 y가 정답
이다. 

정답 ③

29. 지각동사, 방임동사, 사역동사

a. 그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를 보게 했다.
b. 그는 여전히 친구들을 기다리게 한다.
c. 나는 정원에서 노랫소리를 들었다.

정답해설: a. Elle nous laisse voir ce film. b. Il fait toujours attendre ses 
amis.가 올바른 문장이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c만 맞는 문장이다.              

  정답 ②

30. 비교급

A: 너 Bizet 알아?
B: 물론이지. 그의 음악 좋아해. 그의 오페라만큼/오페라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정답해설: si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aussi 대신으로 쓰일 수 있다. plus와 aussi는 
각각 우등비교와 동등비교로 쓰일 수 있으므로 a, b, c 모두 가능하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