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Ⅰ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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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eau의 발음 이해하기.
선상 여행
① 옆면

② 월

③ 여동생, 언니

④ 머리카락

⑤ 빵가게

정답해설: bateau [bato] 즉, eau는 [o]로 발음되므로 côté[kote]가 정답이다.
정답 ①
2. 철자 알기
파리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그들은 토요일에는 시장에 간다. 일
요일에는 그들의 도시를 발견하기 위해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① 돈

② 정원

③ 부모님

④ 여행가방

⑤ 고기

정답해설: lundi, vendredi, samedi, dimanche, promener, découvrir의 n, d, a,
i, e, v의 결합이므로 viande가 정답이다.

정답 ⑤

3. 동사 이해하기
○

그 콘서트는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야.

○

아이들은 이 수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b)

(a)

(b)

① 되다.

하다.

② ~하게 만들다. 주의를 기울이다.

③ 오르다.

기다리다

④ ~하게 두다.

⑤ 보다.

주다.

결정하다.

정답해설: rendre qn/qch + 속사: ~하게 만들다, porter son attention 주의를 기
울이다

정답 ②

4. 어휘-동사
○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

○

올해부터, 그는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① 취향

② 흰색의

③ 색깔
1

④ 요리, 부엌

⑤ 미식의

정답해설:

gagner en (goût) (맛)이 좋아지다, prendre goût à qn ~을 좋아하게

되다, ~의 기호, 취향에 맞다

정답 ①

5. 구어적 표현 이해하기
A: Sophie가 시험에 합격했어?
B: 응. 그건 명백한 일이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① 느린

② 명백한

③ 친절한

④ 결석한

⑤ 슬픈

정답해설: C’est clair comme le jour. 명백한 일이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축하표현 이해하기

A: 엄마, 나 은행에서 일자리 제안 들어왔어요.
B: 멋지다! 언제 시작이니?
A: 다음 주요.
① 안녕히

② 멋지다!

③ 이것은 편지다.

④ 생일 축하해!

⑤ 이것은 지폐이다.

정답해설: 대화의 흐름상 취업을 축하하는 내용이므로 ②번이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②
7. 시간 표현 이해하기
기차가 8시 15분에 출발하네. 우리 뭐 좀 먹게 출발 30분 전에 만날까?
-좋아, 그럼 매표소 앞에서 7시 45분에 만나.
① 8시 15분 ② 8시 30분 ③ 7시 30분 ④ 7시 45분 ⑤ 8시 45분
정답해설: 8시 15분보다 30분 전이므로 7시 45분이 정답이다.
8. 같은 의미 고르기
A: Lucien이 숙제하는 것 좀 도와줄래?
B: 왜?
A: 왜냐하면 그는 숙제하는 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
① 그가 아프기 때문이야.
② 어렵지 않기 때문이야.
③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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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이야.
⑤ 그는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야.
정답해설: avoir du mal à~ ~하기가 어렵다, avoir de la peine à ~ ~하기 힘들다,
어렵다의 뜻이므로 ④번이 적합하다.

정답 ④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동네에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B: 저기요, 병원 왼쪽에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① 식사합시다!

② 드세요.

③ 5분이 있다. (5분 전에)

④ 즉시.

⑤ 저기요, 병원 왼쪽에 있습니다.

정답해설: 마지막 문장의 내용으로 글의 목적은 친구를 찾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10. 대화 이해하기
A: 너 le Café de Lyon이라는 카페 아니?
B: 모르겠는데. 왜?
A: 맛있다고 하더라구. 거기 가볼래?
B: 좋은 생각이야.
① 천만에.

② 그만해.

④ 나도 역시 아니야.

⑤ 괜찮아.

③ 모르겠어.

정답해설: dire ‘마음에 들다. 의미하다.’의 뜻에서 Ça ne me dit rien.은 ‘그것은 나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즉 ‘그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 ‘모르겠
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③

11. 대화 이해하기
A: 아빠, 저 버스카드를 잃어버렸어요.
학교로 저를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B: 기다리렴. 20분 후에 도착할 거야.
A: 고마워요. 학교 입구 앞에서 기다릴게요.
① 직직으로
④ 5호선을 타라

② 나에게 그것을 빌려줘

③ 7번이야

⑤ 20분 후에 거기 있을 거야

정답해설: 20분 후에 도착할 테니 기다리라는 의미이므로 ⑤이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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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화 이해하기
레스토랑 Le Soleil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Lisa: 맛있어요! 초콜릿을 곁들인 커피도 있답니다.
Marc: 비싸고 별로예요! 한 번 가지 두 번은 안가요!
Julie: 멋져요! 놓치지 마세요!
Hugo: 모든 것이 맛있어요! 셰프분 역시 좋은 분이예요.
Nina: 특히 크레이프가 아주 훌륭해요.
정답해설: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은 Marc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정답 ②

13. 대화 이해하기
A: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B: 제 이름은 Julien Paraud입니다.
A: Julien 뭐라구요? 철자가 어떻게 되시죠?
B: Paraud. P A R A U D요.
① 뭐 새로운 게 있나요?

② 그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③ 어디에서 오셨어요?

④ 철자가 어떻게 되시죠?

⑤ 고르셨나요?
정답해설: 이름의 철자를 물어보는 épeler동사가 들어간 ④번이 정답이다.
14. 편지글 이해하기

로마로부터의 인사
안녕 Nathalie
어떻게 지내? 나, 나는 3일전부터 로마에 휴가차 와있어.
날씨가 온화하고 호텔도 좋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너는 어때? 서울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괜찮니?
나에게 너의 소식을 어서 알려줘.
키스를 보내며
Valérie
① 로마는 날씨가 좋지 않다.
② Nathalie는 한국에 곧 갈 것이다.
③ Valérie는 로마의 호텔에서 일한다.
④ Valérie는 Nathalie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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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⑤ Nathalie는 로마에 도착한지 3주가 되었다.
정답해설: Valérie가 Nathalie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Nathalie가 아니라 Valérie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5. 물건 사기 이해하기
A: 36사이즈로 빨간색 치마 있어요?
B: 죄송합니다. 빨간색은 다 팔렸네요.
A: 그럼 검정색은요?
B: 확인해볼께요.
① 검정색은요?

② 마음에 드시나요?

④ 당신을 위해선가요?

⑤ 입어볼게요.

③ 너무 길어요.

정답해설: 빨간색이 없다고 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대화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답 ①
16. 글의 내용 이해하기
Marie와 Laurent Chevalier
저희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구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7시에 파티를 열고자 합니다.
전화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01 21 ** ** 45
간단한 요리를 가져오시면 기꺼이 환영할게요.
정답해설: 파티를 공지하는 내용으로 날짜는 6월이 아니라 7월이며 전화로 참석여부
를 알려달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7. 전화대화 이해하기
A: 여보세요. 거기가 Durand씨 댁 맞나요?
B: 아니요. 여기는 Dufour 서점입니다.
A: 죄송합니다.
① 아니요

② 완전히, 정확하죠

④ 제가 드리는 거예요

⑤ 아주 잘 들립니다

③ 바로 맞습니다

정답해설: 전화를 잘못 걸었으므로 Durand씨 댁이 아니라는 대답이 정답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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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게시문 이해하기
모든 학생들에게
내일 Aix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시간을 시키세요.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뛰는
거, 먹는 거, 소란피우는 거, 사진 찍기, 음료수 가져오기는 금지입니다.
선생님이
정답해설: 내용 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낙서하지 않기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9. 대화문 이해하기
A: 부장님. 여기 새로운 신입사원들입니다.
B: 만나 뵙게 되서 기뻐요. 반갑습니다.
① 죄송합니다. ② 유감입니다.

③ 기쁩니다. ④ 죄송합니다. ⑤ 유감입니다.

정답해설: 문맥상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0. 대화문 이해하기
A: 다음 주 목요일 Saint- Denis 고등학교와 축구시합이 있어. 너도 오니?
B: 날 믿어도 좋아.
A: 멋져! 너와 함께라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거야!
① 나 바빠

② 나 갈게

③ 난 원치 않아

④ 날 믿어도 좋아

⑤ 넌 시간이 없구나

정답해설: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을 고르면 ④번이 정답이다.

정답 ④

21. 대화문 이해하기
Elsa: 너는 뭐 하는걸 좋아해?
Anne: 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 너는?
Elsa: 나, 나는 그런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난 수영하고 테니스 치는 게 더 좋아.
① Anne는 노래하는 걸 싫어한다.
② Elsa는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③ Elsa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Elsa는 춤을 매우 좋아한다.
⑤ Anne는 절대로 노래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Elsa는 수영하고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②번이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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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답 ②

[22~26] 문화
22. 프랑스 선거 이해하기
프랑스 사람들은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에 투표하려면 프랑스 국민이여야
하고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선거날이 되면 후보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다면 가장 많은 득표
를 얻은 두 명의 후보자들 간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많은 표
를 얻은 사람이 된다.
정답해설: 두 번째 투표는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④

23. 프랑스 음악
프랑스는 클래식 음악으로 유명하다. 19세기에는 여러 위대한 프랑스의 작곡가들이
태어났다. Berlioz, Saint-Saëns, Debussy... 예를 들어 Berlioz는 환상교향곡의
작곡가이고 Debussy는 바다를 작곡했다. Chopin과 같은 작곡가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살았다.
① Chopin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② Saint-Saëns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③ 환상교향곡은 Berlioz의 곡이다.
④ Debussy는 19세기의 작곡가가 아니다.
⑤ 프랑스 클래식 음악은 유명하지 않다.
정답해설: Berlioz는 환상교향곡의 작곡가이다.

정답 ③

24. 프랑스의 책
백과전서는 Diderot와 d’Alembert의 지휘아래 만들어졌다. 집필자들은 당대의 지
식들을 그곳에 담고자 하였다. 그들은 백과전서를 사람들의 사고를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소망을 가지고 썼다.
정답해설: 내용상 c와 d가 올바른 내용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25. 프랑스 고서적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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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파리에 센느강변 도로에는 고서적상들이 있다. 이 서적상인들은 중고서적과 고서적
을 판다. 그들의 책상자(진열대)는 센느강을 따라 자리한다. 파리는 일주일에 적어
도 4번은 그들의 책상자(진열대)의 서적들을 펼쳐놓으라고 한다. 2014년에 이 상인
들은 파리에서 처음 페스티발을 열기도 하였다.

< 보

기>

a. 그들은 2014년에 페스티발을 하였다.
b. 그들은 새 책들만 판매한다.
c. 그들은 센 강을 따라 책 상자들을 가지고 있다.
d. 그들은 일주일에 4일은 그들의 책 상자를 닫아야만 한다.
정답해설: 내용상 일치하는 것은 a와 c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6. 프랑스 문학
Bora: Chloé, 사람들이 프랑스어에 대해 말할 때 왜 ≪Molière의 언어≫라고 말해?
Chloé: 아마도 그건 Molière가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거
야.
Bora: 그가 무엇을 썼는데?
Chloé: 그는 희곡작품을 썼어. 17세기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지. 아내

들의 학교라는 작품은 현재 극장에서 상연되고 있어. 원한다면 그것을 보러
갈 수도 있어. 그의 가장 훌륭한 희곡들 중의 하나야.
① Molière의 17개의 작품이 있다.
② Molière는 연극 작품을 썼다.
③ Molière는 위대한 극작가이다.
④ 아내들의 학교는 Molière의 희곡이다.
⑤ 프랑스어는 ≪Molière의 언어≫라고 불리운다.
정답해설: Molière의 작품 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①

[27~30] 문법
27. 비교급
①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② 그녀는 남편만큼 일을 잘한다.
③ 이것은 저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④ Gabriel은 Louise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⑤ 이 케이크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다.
정답해설: ①번은 plus de travail로 명사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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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ussi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 동사는 비교할 수 없음
③ beaucoup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음
④ bien의 비교급은 mieux임
⑤ bon의 비교급은 meilleur임

정답 ③

28.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a. 그 거리에는 약 50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b. Pierre라는 사람이 당신을 보러 왔어요.
c. 각각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한다.
d. 그 어떤 초대 손님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정답해설: chacun은 부정대명사이므로 부정형용사인 chaque로 바꿔야 하고 aucun
은 pas와 함께 쓰일 수 없으므로 a, b가 올바른 문장이다.

정답 ①

29. 대명동사 일치
① 그녀는 그것을 회상했다.
② 나의 딸은 걷기 시작했다.
③ 그녀의 숙모는 팔이 부러졌다.
④ 나의 할머니는 선물을 담당하셨다.
⑤ 학생들은 의자 위에 앉았다.
정답해설: 보기 ③의 se는 간접목적보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과거분사를 주어에 일치
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답 ③

30. 전치사
A: 너 Julie 지나가는 거 봤어?
B: 응, 나는 그녀에게 창문에(서) 인사를 했어.
정답해설: à 는 ~에, de는 ~쪽으로 ~에, depuis는 장소를 나타낼 때 ~에서 의 뜻이
므로 세 개의 전치사 모두 가능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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