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Ⅰ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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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③

03. ③

04. ②

0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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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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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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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③

24. ③

25. ⑤

26. ③

27. ②

28. ①

29. ⑤

30. ④

[1~5] 발음 및 철자, 어휘영역
1. 발음 –자음
A: 선생님, 질문 있어요.
B: 자, 어서 해 보렴!
① 카드, 지도, 엽서

② 권리

③ 정보

④ 사전

정답해설 : -tion에서 t는 /s/ 소리가 나지만 -stion에서 t는
carte[kaʀt],

droit[dʀwa[ɑ]],

information[ɛ̃fɔʀmɑsjɔ̃],

⑤ 조부모
/t/ 소리가 난다.

dictionnaire[diksjɔnεːʀ],
정답

grands-parents[gʀɑ̃paʀɑ̃]

①

2. 철자
A: 아빠, 타자기가 뭐예요?
B: 그것은 컴퓨터와 같아. 예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했어.
정답해설 : 철자 u, h, c, e, d, o를 조합하면 douche가 완성된다.
길: rue, 사촌: cousin, 샤워: douche, 왼쪽: gauche, 머리카락: cheveu

정답 ③

3. 어휘 - 동사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핸드폰을 돌려 주시고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한다.
① ~해야한다.

② 필요하다, ~해야만 한다

④ 모시다, (손님을)시중들다, (음식을)내놓다

③
⑤

돌려주다,
먹다,

~하게

잡다,

타다,

만들다
사다,

입다, (길에)접어들다, (교통수단)타다, (옷을)입다
정답해설 : rendre는 <돌려주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목적보어의 속사와 더불어)~하
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정답 ③

4. 어휘 - 교통수단 앞에 붙는 전치사
A: 너는 이번여름에 바다에 가니?
B: 응, 나는 거기에 가.
A: 너 거기에 어떻게 가니?
B: 오토바이 타고.
① 버스

② 오토바이

③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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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하철

⑤ 자동차

정답해설 : bus, avion, métro, voiture 앞에는 전치사 en을 사용하고 moto, vélo앞
에는 전치사 à나 en을 사용한다. pied 앞에서는 전치사 à를 사용한다.

정답 ②

5. 어휘 -색깔 형용사
- 그는 공포로 아주 하얗게 질렸다.
- 많은 고등학생들은 3월에 모의고사를 치른다.
① 파란

② 회색의

③ 검은

④ 푸른

⑤ 흰

정답해설 : blanc: 흰, 창백한, 실효가 없는 examen blanc : 모의시험

정답 ⑤

[6~21] 의사소통 영역
6. 처음 만날 때의 인사
Marc : Luc, 내가 너에게 Jean을 소개할게.
Luc : 아, 너구나! 반가워! Marc가 나에게 너에 대해 말했어.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Jean : 반가워! 나도 그래!
① 반가워

② 안녕(작별인사)

④ 어떻게 그렇지

⑤ 물론

③ 기꺼이

정답해설 : 처음 만날 때의 인사로 적절한 것은 Enchanté(반가워)이다.

정답 ①

7. 전화하기
A: 여보세요? 뒤퐁 부인 있나요?
B: 아니오, 그녀는 부재중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A: 감사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다시 걸게요.
정답해설 : ① 제가 다시 걸게요.

② 그녀는 통화중입니다.

③ 내가 당신에게 그녀를 바꿔드릴게요

④ 나는 올바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⑤ 뒤퐁부인의 전화입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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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지하기
A : 엄마, 우리가 또 피자 먹어도 될까요?
B : 아니야, 절대 안돼/ 오늘 저녁은 안돼.
A : 그렇지만 저는 배가 고파요!
B : 과일을 먹어라
① 절대로 안돼
④ 절대 안돼

② 오늘 저녁은 안돼

③ 절대 안돼

⑤ 문제없어

정답해설 : pas de problème은 금지 표현이 아니다.

정답 ⑤

9. 승낙하기
A: 봐! <모두를 위한 학교>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어.
B: 우리 그 영화 보러 갈까?
A: 아주 좋은 생각이야.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가 매우 재미있다고 말했
어.
① 네가 틀렸어

② 그것은 금지되어 있어.

③ 아주 좋은 생각이야

④ 나는 하고 싶지 않아

⑤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 대화의 흐름상 제안에 승낙하는 표현이 알맞다.

정답 ③

10. 식당 안내판 이해하기
< 7월의 메뉴 >
10유로 가격의 오늘의 요리
닭고기 채소 (저녁에는 제공되지 않음)
13유로 가격의 A세트
전식+요리
15유로 가격의 B세트
전식 + 요리 + 디저트 + 커피
식당은 월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음.
정답해설 : 식당 안내판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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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 물건 구입하기
A: 안녕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B: 그림 그리는 공책 좀 주세요.
A: 몇 개나 원하세요?
B: 5개요. 얼마인가요?
A: 10유로입니다, 부인.

<보 기>
a. 얼마 입니까?
b. 무엇을 원하세요?
c. 당신은 그거 몇 개나 원하세요?
정답해설 : 대화의 흐름상 알맞은 순서는 b-c-a이다.

정답 ④

12. 거절하기
A: 20시에 저녁 파티가 있어, 너 올래?
B: 또! 이젠 싫증이 났어, 나에게는 너무 많은 저녁 파티가 있어.
A: 그렇지만 너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잖아.
① 수락해

② 이젠 질렸어/싫증이 났어

③ 나는 춤을 출거야

④ 나는 거기에 정말로 가기를 원해

⑤ 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기다렸어
정답해설 : 선택지에서 제안에 거절하는 표현은 J'en ai assez 이다.

정답 ②

13. 약속 가능한지 묻기
A: 안녕, Éric. 너 저녁 식사 후에 약속 있어/한가해/무엇을 하니/시간 있어?
B: 왜?
A: 왜냐하면 내가 영화표 2장이 있거든.
① 너 약속 있어

② 너 한가하니

③ 너 무엇을 하니

④ 몇 시야

⑤ 너 시간 있어
정답해설 : Tu as l'heure?는 현재 시간을 묻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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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 직업 묻고 답하기
A: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B: 저는 요리사입니다.
A: 아! 저는 정말 당신의 입장(위치)이고 싶어요.
① 저는 요리사입니다

② 저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③ 저는 당신과 동갑입니다.

④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아요.

⑤ 저는 자주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정답해설 :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다.
정답 ①
15. 건강 상태 묻기
A: 나는 병원에 가는 중이야.
B: 무슨 일이야?
A: 나는 그리 좋지 않아. 나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정답해설 : ① 너 허락하니

②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

③ 너는 어디에서 일하니

④ 무슨 일이야
정답 ④

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16. 정보 이해하기
호텔 프랑스
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박에 150유로입니다.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 / 공항셔틀 버스 이용가능

우리의 호텔은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은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당신은 17세기 구역인 Vosges광장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 : 호텔이 17세기에 지어졌다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17. 격려하기
A: 너는 내일 치르는 시험 준비를 했니?
B: 별로. 나는 약간 걱정돼.
A: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잘 될 거야. 너는 항상 좋은 결과를 받았잖아!
B: 고마워.
① 나는 네 말을 듣고 있어

② 괜찮을 거야

③ 나는 매우 좋아해

④ 나는 너와 같은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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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럭저럭
정답해설 : 격려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Ça va aller이다.

정답

②

18. 감사에 대한 응답인사
A: 오, 비가오네. 나는 학생식당에 가기위한 우산이 없어
B: 나는 그거 하나 있어. 나와함께 가자.
A: 고마워, Paul.
B: 천만에

<보 기>
a. 천만에
b. 나에게 그것을 빌려줘
c. 아무것도 아니야
d. 그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어
정답해설 : 감사에 대한 응답인사는 Je vous en prie. /De rien./ Ce n'est rien./
(Il n’y a) pas de quoi 이다.

정답 ②

19. 대화 이해하기
A: 서둘러!
B: 아직 15분이 남아있어
A: 아니야. 만약 우리가 즉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차를 놓칠 거야.
정답해설 : ① 나중에
④ 그때

② 요즈음

③ 곧, 즉시

⑤ 때때로, 이따금

정답 ③

20. 유감 표현하기
A: Sophie 거기에 없지? 나는 그녀가 휴가 중 일거라고 생각했어.
B: 아니야, 그녀는 일 때문에 남아 있어야만 했어!
A: 불쌍해라/ 유감이야/ 사실이 아니야/그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녀는 운이 없구나.
① 가엾어라

② 잘 지내세요

③ 유감이야

④ 사실이 아니야

⑤ 그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
정답해설 : Bien à vous는 편지 후렴구에 쓰는 끝맺음 인사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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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 기원하기
A: 안녕! Thomas야. 너는 내일 프랑스로 돌아가니?
B: 응, 대학교가 10월에 시작해.
A: 자, 좋은 여행해/힘내/개강 잘 맞이해/나는 네가 보고 싶을 거야.
B: 우리 내년에 만나!
① 좋은 여행해!

② 힘내!

③ 개강 잘 맞이해!

④ 너는 할 수 없어.

⑤ 나는 네가 보고 싶을 거야.
정답해설 : tu ne peux pas는 금지표현으로 대화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프랑스 스포츠 이해하기-페탕크
A: 프랑스인들은 페탕크를 매우 좋아하니?
B: 응, 남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스포츠야.
A: 경기는 어떻게 하니? 1대1로?
B: 가능해. 작은공과 큰콩으로 경기를 해.
A: 그 다음은?
B: 너는 먼저 작은 공을 던지고 그다음에 큰 공을 던져. 만약 너의 공이 작은
공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정답 ⑤
23. 샹송이해하기
Mistral gagnant de Renaud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노래이다. 이
노래에서 가수는 그의 어린시절의 추억에 대해 말한다. 그는 그의 딸을 위하여
1986년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 Mistral gagnant이라는 사탕 또한 있었지만 지금
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b,c이다.

정답 ③

24. 포스터 이해하기
샹파뉴 지방으로 오세요!
사과 축제
10월 17일 토요일 / 14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무료입장
나무 아래에서 독서하세요!
사과 음료를 맛보세요!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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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술문화 이해하기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사람들
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열광했다. 프랑수아1세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
도 다빈치를 초청했다. 프랑수아1세는 그에게 루아르에 있는 Clos Lucé성을 제
공했다. 이 화가는 그 성에서 그의 말년을 보냈고 거기서 사망했다.
정답해설 : ① 르네상스는 프랑스에서 탄생했다.
② 프랑수아1세는 프랑스 화가이다.
③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④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미래를 의미한다.
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Clos Lucé성에서 살았다.

정답 ⑤

26. 프랑스 건축물 이해하기
귀스타브 에펠은 1889년에 탑을 하나 세웠다. 오늘날 탑은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
다. 탑의 정상에서 당신은 파리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 드 모파상은 그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 탑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다. 오늘날 이것은 프랑스의
상징이다.
정답 ③

[27~30] 문법

27. 의문사
A : 그것은 어디에서/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니?
B : 나는 모르겠어.

<보 기>
a. 어디에

b. 무엇

c. 누구

d. 어떻게

정답해설 : 의문대명사 qui 나 que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보어, 속사, 상황보어로 사
용된다. 제시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보어가 이미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qui나
que는 들어갈 수 없다.
사람
주어

사물

Qui est venu ? = Qui est-ce qui est v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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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ce qui se passe ?

직접목적
보어
간접목적
보어
상황보어

누가 왔니?
Qui vois-tu dans la rue ?
너는 거리에서 누가 보이니?
À qui parles-tu ?
너는 누구에게 말하니?
Avec qui sort-elle ?
그녀는 누구와 함께 외출하나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Que fais-tu le week-end ?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À quoi pensez-vous ?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Avec quoi écris-tu ?
너는 무엇으로 쓰고 있니?

정답 ②
28. sinon
A :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a)말고는 무엇을 할 수 있겠어?
B : 우리는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그 사람 없이 떠나야해, (b)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을 거야. 오늘이 (c)아니고서는 다른 날은 없어.
정답해설 : sinon이 autrement과 같은 의미인 <그렇지 않으면>으로 사용된 것은
(b)이다.
autrement: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sinon: 그렇지 않으면/ ~을 제외하고는, ~이 아니고서는
정답 ①
29. 정관사
a. 너는 누구 집에 가니? - Martin부부네 집에
b. 당신이 그 기자입니까? - 네, 접니다.
c. 그는 언제 도착하나요? -앞으로 다가올 이틀안으로요.
d. 연필은 얼마입니까? - 5개당 2유로입니다.
정답해설 : a. 사람 성 앞에 정관사 les를 붙이면 부부, 가족, 작품을 의미한다.
b.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속사로 사용되면 관사를 생략하나 특별히 명사로서의
뜻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관사를 쓴다.
c. 기수형용사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d. 가격표시나 단위와 함께 정관사가 사용되면 ‘-당’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⑤
30. 관사의 생략
A : 어제 저녁,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B : 응 많이.
정답해설 : bien de/ plein de/ pas mal de : 많은
plein de, pas mal de 다음에는 관사를 생략하고 bien de 다음에는 관사를 생략하
지 않는다.

Il y avait bien des gens au concert ?가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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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