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 문제 풀이 전략
(FLEX Test-taking Strategies)
1. 듣기 Compréhension orale (총 50문항) 전략
이해 영역인 듣기·읽기 시험 중 듣기 시험의 각 문항은 8점이다.

Section I (1번-10번)

간단한 질문 및 A-B-A 유형 대화에 대한 반응 테스트

Section I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1번부터 7번까지는 1-2개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을, 8번
부터 10번까지는 간단한 A-B-A 유형 대화를 대상으로 하는 반응 테스트이다. 주어진 문제를 들은
후 녹음으로 제시되는 3개의 선택지 중에서 적당한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제시되는 질문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일상 회화 구문이며, 문항당 배점은 긴 대화나 지문 듣기 문항과 동일한 8점
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듣기 평가 전체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문장이 짧고 대개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
지만 그럴수록 실수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로 제시되는 상황은 인사, 소개, 감사,
위로, 사과, 초청, 칭찬, 격려, 부탁, 거절, 허락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구어체의 표현들과 관용 표현들을 정확히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Section II (11번-30번)

A-B-A-(B) 유형의 대화에 관한 문제

Section II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번부터 20번까지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언어 능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주로 A-B-A형의 짧은 대화가 주어지고, 21번부터 30번까지는 원어수학, 실무언어 능
력을 측정하기 위해 원어강의, 업무협의 및 협상에 대한 다소 긴 대화가 주어진다. 이 부분은 주어
지는 대화를 듣고 제시된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적당한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질문은 대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것이므로, 문제와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면 정답을 찾기가 보다 수월
해진다. 대화 청취 시에는 대화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특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의
주제나 대화 장소, 두 사람의 관계 등 정답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질문 유형:
∙ Qui parle?
∙ Que faut-il faire pour arriver à la gare?
∙ Est-ce qu’elle répond au téléphone?
∙ Qui téléphone à qui?

∙ Où se passe la scène?
∙ Que veut savoir l’homme?
∙ De quoi parlent-ils?
∙ De quoi est-il question ?
∙ Quel numéro avez-vous entendu?
∙ Pourquoi Christian s’excuse-t-il?
∙ Où peut-on entendre ce dialogue?
∙ Que choisit le client?
∙ Qu’est-ce qui n’est pas cité?
∙ Quel est le problème?
∙ Que va faire l’homme?
∙ Comment se termine la conversation?
∙ Que prend-elle?

Section III (31번-50번)

음성 텍스트에 대한 문제

Section III는 생활언어능력, 원어수학능력, 실무언어능력 모두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시사, 안내 방송,
응답기 녹음 내용, 광고 등의 음성 메시지, 발표 및 토론, 회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의 음성
텍스트가 제시된다. 음성 텍스트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10줄 정도의 분량이며,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약 2개의 문제가 제시되므로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듣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텍스트에 복잡한 구성의 문장이나 시사적인 어휘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시사
적인 내용의 음성 텍스트를 많이 들어 두어야 한다. 음성 텍스트를 들으면서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
긴 문장에서 단락 순으로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독해 문제에서 글의 주제나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처럼 Section III의 음성텍스트에 대해서도 주제, 제목, 내용 등을
묻는 질문들이 자주 출제된다. 보통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단서가 첫 문장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첫 문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목, 주제, 내용을 묻는 질문의 유형 예시
∙ De quoi s’agit-il ?
∙ De quoi est-il question ?
∙ De quoi parle-t-on ?
❃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 유형 예시
∙ Quelle est l’affirmation exacte ?
∙ Quelle est la cause de cet événement ?
∙ À qui s’adresse ce message ?
∙ Où cette mesure a-t-elle eu lieu?

∙ D’après l’énoncé, qu’est-ce que … ?
∙ Quelle est la particularité du lundi de Pâques ?
∙ Quel numéro avez-vous entendu ?

2. 읽기 Compréhension écrite (총 90문항) 전략
이해 영역인 듣기·읽기 시험 중 읽기 시험은 총 90문항으로 구성되며, 배점은 51번부터 90번까지는
각 5점, 91번부터 140번까지는 각 8점이다.

Section IV (51번-65번)

문법 문제

문법 문제는 프랑스어 문법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시제에 따른 동사변화, 성수에 따른 형용사
활용, 대명사 및 전치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해당 문법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Section V (66번-85번)

동의, 반의 구문 문제

이 부분에서는 관용구나 숙어 등을 포함하여 각종 구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소에 자주 활용되는 프랑스어 표현들이나 숙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어휘 학습 시 어휘의 의미 외에 사전에 제시된 각종 구문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며,
평소 불-불 사전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Section VI (86번-90번)

문장에 적합한 표현 혹은 연결어 찾기

이 부분에서는 대략 2-4줄 정도로 주어지는 문장을 읽고 내용상 빈칸에 적합한 표현이나 연결어
등을 찾는 문제가 제시된다. 주로 앞뒤로 주어지는 두 개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프랑스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원인, 결과, 모순,
반대, 논지 강화 등을 표현하는 연결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ction VII (91번-140번)

독해 문제

독해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와 텍스트로 구성된다.

1) 주제를 찾는 문제
주제를 찾는 유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주제
문장은 보통 지문의 앞 부분에 제시된다. 글의 주제, 목적, 의도 등에 관한 문제의 단서는 각
문단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끔씩 지문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나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내용을 종합해 주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글의 목적을 묻는 질문 유형 예시
∙ Quel est l’objectif de cette lettre?
❃ 글의 주제를 묻는 질문 유형 예시
∙ Quel est le sujet de cet article?
∙ De quoi est-il question?
∙ De quoi s'agit-il?
∙ De quoi parle-t-on?
∙ Quel serait le meilleur titre?
∙ Quel est le thème de ce texte?
∙ Dans quelle catégorie ranger ce texte?
이 밖에 글의 특징을 묻거나 글의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 문제
다양한 의문사(quand, où, pourquoi, qui, que, quoi, comment, combien)를 이용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독해영역 전체 문항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읽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중심
으로 기억해서 질문의 핵심 부분이나 중요 의문사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좋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확한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보를 미리 확실하게 숙지
하여 독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부 내용 파악 질문 유형 예시
∙ Où ont-ils rendez-vous ?
∙ Que propose-t-il ?
∙ Quelle est l’origine de ce drame ?

3) 텍스트 내용과의 일치, 불일치 문제
해당 텍스트에 대해 제시된 선택지 4개의 내용 중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것 혹은 틀린
것을 골라내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 유형의 문제는 각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단 지문을 훑어보아 내용을 파악한 후 보기와
연관된 부분을 찾아 하나씩 대조해가며 정답을 고르는 것이 좋다.
❃ 빈출 질문 유형 제시
∙ Quelle affirmation est exacte ?
∙ Quelle affirmation est inexacte ?
4) 편지글
편지글은 매회 출제되는 빈출 유형으로 업무 서신과 사적인 서신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 서신은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다루며, 사적인 서신은 친구 간, 교수와 학생 간, 사업
자와 고객 간에 오가는 서신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다.
❃ 질문유형 예시
∙ Quel est le but de cette lettre?
∙ À qui s'adresse la lettre?
5) 광고문
광고문은 크게 구인 광고, 제품 광고, 부동산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광고의 종류에 따라
각각 일정한 패턴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틀을 알아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제품 광고에
서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열되므로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광고 역시 연관된 어휘들을 익혀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차나 비행기 표, 여행사의 여행 스케줄, 할인 쿠폰 등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되니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봐둘 필요가 있다.
❃ 질문유형 예시
∙ De quoi s’agit-il?
∙ À qui s’adressent ces instructions ?
∙ Qu’est-ce qui est présenté ?
6) 학술/경제 관련 지문
FLEX는 원어 수학 능력 측정 의도가 포함된 시험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내용의 텍스트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와 함께 원어 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목표로 경제 관련 용어나 비즈
니스 전문 용어로 구성된 지문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류의 지문에 대해서는 주로 세부 사항을
묻는 질문이나 텍스트 일치/불일치의 문제가 출제된다. 제시된 지문을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
하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빈출 질문 유형 예시
∙ Dans quelle catégorie ranger ce texte ?
∙ À quelle domaine de recherche appartient cette découverte ?
∙ Comment qualifier l’économie française selon le texte ?
∙ De quel secteur économique relève Citadines ?

3. 말하기 Expression orale (총 9 문항) 전략

1) 몸풀기 문제

이 문항은 응시자들이 수험장에 와서 본격적인 말하기 시험을 보기 전에 긴장을 풀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 배치된 문항이다. 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에 관한 간단한 질문
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는 곳, 국적, 취미, 성격, 학교, 직업 등 개인적 취향에 관련된
질문이 그것이다. 10초 이내에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3개 제시된다. 응시자들은 자신의 답을 들으
면서 목소리 크기나 말하는 속도 등을 스스로 모니터 할 수 있다. 답변에 주어지는 시간은 총 30초
이며 배점은 20점이다.
아래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 시간을 고려하여 짧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사용될 수 있는 어휘와 구문들을 미리 충분히 익혀두어 유사한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즉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유형 예시
∙ Quel âge avez-vous ?
∙ Pourquoi apprenez-vous le français ?
∙ Où habite-vous ?
∙ Quel est votre passe-temps ?
∙ Qu’est-ce que vous avez fait le week-end dernier ?
∙ Quelle saison préférez-vous ?
∙ Vous faites quel sport ?

2) 지문읽기 문제

100 단어 이내의 주어진 지문을 30초 동안 속으로 소리 나지 않게 읽고 준비한 뒤, 50초 동안
소리 내어 읽어야 하는 문항이다. 이 문제를 통해 발음과 억양, 유창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즉,
발음의 정확도, 억양의 조절 능력을 시험하고, 의미 단위를 끊어 읽을 줄 아는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많은 지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이 될 것
이다. 주어진 지문의 문장 부호들에 유의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
면서 수정,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질문유형 예시
Du fond de sa chambre où il avait rallumé la bougie, tandis que nous rentrions sans rien dire
et que mon père conduisait la voiture à la ferme, mon grand-père appelait:
«Alors ? Est-il rentré, ce voyageur ?»
Les femmes se concertèrent du regard, une seconde:
«Mais oui, il a été chez sa mère. Allons, dors. Ne t’inquiète pas !
- Eh bien, tant mieux. C’est bien ce que je pensais», dit-il.
Et, satisfait, il éteignit sa lumière et se tourna dans son lit pour dormir.
Extrait de Le Grand Meaulnes, Alain Fournier

3) 사진묘사 문제

다양한 상황의 사진이 주어지며 그 사진 속의 상황을 묘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항이다. 30초의
생각할 시간과 50초의 기술 시간이 주어진다. 응시자들은 사진을 보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면 된다. 주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더불어 응시자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상황
들을 묘사하는 어휘나 어구를 연습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히 정해진 시간 안에 중요한 사항을
모두 묘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2번 문제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발음과
유창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가, 그리고 동사 변형을 비롯해 프랑스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질문유형 예시
가령, 다음과 같은 사진이 주어지고, 사진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해보자.

이 사진을 보고 가능한 서술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진 속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여자가 꽃과 과일을 파는 상점 앞에 서있다. 이곳은
노천에서 벌어진 장터인 듯 보인다. 과일 상점에는 파인애플, 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들이 진열
되어 있으며, 그 너머로는 해바라기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을 파는 꽃가게를 볼 수 있다. 이
여자는 과일을 사려고 하는 것 같다. 여자의 옷차림으로 미루어 계절은 봄 혹은 가을이 아닐
까? 등등.

4) 역할설정 문제 (일상생활관련)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상황과 과업이 주어지는데 응시자는 녹음된 질문을 듣고 상황을 파
악한 후 30초 동안 대답을 준비하고, 이어 50초 동안 준비된 답을 말하게 된다. 주로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가상의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발음, 유창도를 비롯해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은 물론 응시자들이 각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감사, 위로, 요청, 칭찬, 문의, 사과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와 표현을 익혀두고 이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이 녹음으로만 제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듣기 연습을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 질문 예시
Vous avez reçu un cadeau par la poste de la part d’un des membres de votre famille pour votre
anniversaire. Vous lui téléphonez et vous laissez un message sur son répondeur pour le (la)
remercier.

5) 역할설정 문제 (학술 혹은 실무관련)

위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며, 다만 주어진 상황이 학술이나 실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술과 관련한 상황은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수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장
학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학생으로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학점을 받지 못했는데 해당 교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상의 인물에게 이야기 하는 문제
들이 출제될 수 있다. 실무와 관련한 상황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갱신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 할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회사의 신상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나
호텔이나 티켓 예약, 자동차 대여 혹은 상품 구입 및 반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마찬가지로 응답기에 녹음을 하거나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과제가 문제의 핵심이다.
❃ 질문 예시

Pour passer, avec votre famille, un mois en France à moindre frais, vous avez recours
à la formule «Échange de logement» qui consiste à prêter votre appartement et durant
la même période à aller habiter chez ceux qui viennent chez vous en Corée. Vous
enregistrez sur répondeur la description de votre logement et de son environnement pour
donner envie à une famille française de venir chez vous pendant que vous allez chez eux.

6) 데이터 분석 문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항이다. 제시
되는 데이터는 주로 여러 종류의 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 그래프, 선 그래프)나 도표가 포함되며
30초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50초 동안 묘사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나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사고력 없이는 풀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지는 데이터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표현의 구사 능력을 측정하
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미리 연습을 해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표현은 정형화 되어있으므로, 이해와 암기를 통해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관
건이다. 예를 들어 숫자와 연도 등을 읽는 법이나 수량의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 즉 비교급이나 최
상급 등의 활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질문 예시

Equipement des ménages en biens durables selon le type de ménage
En 2004, en %
Personnes
seules

Couples
sans enfant

Réfrigérateur
avec ou sans
congélateur

97,2

99,6

99,9

100,0

99,4

Four à
micro-ondes

55,5

74,9

88,1

89,9

83,0

Lave-linge

79,0

97,5

98,9

99,6

96,3

Téléviseur couleur

90,7

97,1

95,9

98,1

92,8

Micro-ordinateur
non portable

19,8

33,9

59,9

72,2

49,0

Micro-ordinateur
portable

6,7

7,5

9,1

9,8

5,8

Internet

15,5

25,2

44,3

54,7

30,3

Voiture

55,3

92,2

95,0

97,0

77,5

Type d'équipement

Couples
Couples
Famille
avec 1 enfant avec 2 enfants monoparentale

7-8) 개인적 의견진술 (2문항)

이 부분은 총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준비 시간 30초, 의견 표명 시간 1분이
주어진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본인의 의견을
요약 정리하여 간명한 형식으로 조리 있게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예를 드는 요령이 필요
하다. 이를테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주문장을 말하고, 이어서 이유나
사례를 들어 의견을 보강한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 때 답변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견 진술 과정에서
논리적 전개를 강화시키는 접속사나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질문 예시
- Avez-vous suivi les derniers Jeux Olympiques ? Quelles épreuves sportives avez-vous
appréciées ? Pourquoi ?
- Si vous pouviez donner une importante somme d’argent à des œuvres de charité, par exemple
des associations aidant les personnes handicapées, les pauvres, les SDF, dans votre pays ou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omme une organisation humanitaire ou une ONG, à qui ou
à quel genre d’organisation donneriez-vous cet argent ? Pourquoi ?

9) 사회적 이슈관련 의견진술

이 영역은 어떤 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논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예를 들도록 하는 문
제들이 주를 이룬다. 역시 30초의 준비시간과 1분의 의견 피력시간이 주어진다. 이 영역에서 측정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해 응시자가 자신의 의견과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응시자가
해당 질문에 대해 피력하고자 하는 의견 또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개인적 의견 진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후 예나 이유를 들어 부연 설명하면서 논증하는 것이 좋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 예시

On dit souvent que la technologie moderne est en train d’uniformiser la culture mondiale.
Êtes-vous d’accord avec cette affirmation ?

4. 쓰기 Expression écrite (총 10 문항) 전략

1) 단문번역

다섯 개의 단문이 한국어로 주어지며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된다. 단문번역과제 수행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문법적인 요소와 어휘력을 보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각 문장에 10점씩 배점되며, 말하기 시험에 있어서의 몸풀기 문제와 대칭되어
응시자들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문 예시
∙ 좀 더 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나는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그의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 날씨가 좋다면, 호숫가에 산책하러 나갈 텐데.
∙ 그는 나에게 생일선물로 꽃다발과 책 한 권을 선물했다.

2) 원문요약

보통 350자 내외의 원문을 60-70 단어로 요약하는 문제로서, 자신이 파악한 원문의 요점을
중심으로 요약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원문을 이해한 후,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판단해
주어진 단어 수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문하는 것으로, 독해력, 어휘력, 문장 구성력 등이 골고루
적용되는 과업이다. 주어지는 원문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콩트나 일기 등의 가벼운 이야기나 에피소드 등으로, 출제자가 예측
하는 작문 소요시간은 약 6~7분 정도이다. CBT나 IBT 방식에서는 자동으로 단어 수가 계산
되고, 쉽게 지우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필 방식의 시험인 플렉스 쓰기 시험의 경우
에는 자신이 손으로 쓸 때 한 줄에 평균적으로 몇 단어를 쓰는지 파악하여 주어진 답지의 줄
수를 세어가며 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습이 필수적
이며, 시험에 주어지는 텍스트와 비슷한 길이의 원문을 주어진 단어 수로 요약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 예시

Résumez le texte ci-dessous en 5 ou 6 lignes.

En France, les parlementaires ont adopté le 10 mars dernier un projet de loi «visant à
favoriser l’égalité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en politique.»
La France fait partie de ces pays où la représentation féminine au parlement est plus que

discrète. Mais la discrétion n’est-elle pas une des qualités les plus célébrées chez la
femme ?(8,5% des parlementaires français sont des femmes, ce qui nous place certes
devant la Grèce et le Lischtenstein mais derrière l’Italie 10,8% et l’Espagne 19,7%, tandis
que les Pays-Bas, le Danemark et la Suède caracolent en tête de peloton avec
respectivement 30,7%, 37,1% et 42,7% des femmes au parlement.)
Il a fallu attendre 1945 pour que les Françaises obtiennent le droit de vote. La France
serait-elle machiste ? Probablement ni plus ou moins que bien d’autres pays. Ce qui est
sûr, c’est que certaines institutions et professions sont particulièrement hermétiques à la
féminisation. La politique fait partie de celles-là. Elle reste la chasse gardée de ces
messieurs, et les lois qui la régissent découragent plutôt les femmes. Nombreuses sont
celles qui ont payé cher leur incursion dans ce monde. Quoi qu’il en soit et dorénavant
les femmes sont censées bénéficier d’un égal accès aux mandats électoraux et aux
fonctions électives.
Si l’on a dû en arriver à une telle méthode, c’est que devant le constat accablant d’un pays
dit «développé» dont la part des femmes à l’assmblée représentative du peuple n’atteint
pas 9%, il est apparu que seul le moyen législatif permettrait un revirement.

3) 미완성 글의 완성

미완성 상태의 글을 제시하면, 응시자가 주어진 부분을 읽고 그 뒤를 자유롭게 완성하는 문제이다.
응시자들은 원문이 끝난 시점에서 앞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원문을 완성해야 하므로, 주어진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텍스트 파악 능력과 더불어 논리적
맥락에 맞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자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
이다. 평소 쉬운 글을 많이 읽으면서 결론을 끌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예시

Le texte qu’on vous donne ci-dessous est incomplet. Vous le compléterez en y ajoutant
quelques lignes qui ne portent pas atteinte à la cohérence ainsi qu’à la cohesion du texte
(environ 5 ou 6 lignes).

C’est une très bonne idée de la part de la mairie de Paris. Il est en fait cruellement vrai
qu’il est dur voire impossible de trouver un sourire parisien. Nous vivons dans la ville
dite la plus belle du monde... profitons de ce constat pour la faire découvrir à nos amis
visiteurs ! Depuis quelques temps, je propose une aide à des touristes perdus dans le
métro...

4) 데이터 분석 문제

말하기에서의 데이터 분석 문제와 매우 유사하며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 즉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수행하는 문제이다. 제시되는
데이터는 주로 여러 종류의 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 그래프, 선 그래프)나 도표이며, 출제자의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이다.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길이(약 100~120단어)에 맞춰
리포트를 쓰는 형식으로 묘사해야 한다. 말하기 시험에서와 같이 주어지는 데이터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표현을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를 측정하려는 것이므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표현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이해와
암기를 통해 익숙해져야 하며, 평소에 다양한 데이터 내용을 정확히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두어야
한다.
❃ 질문 예시
Faites un commentaire du tableau ci-dessous (ne vous contentez pas de rapporter les données
chiffrées).
Croissance démographiqu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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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신 작성

다양한 목적으로 서신을 작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제이다. 구인 혹은 구직 광고, 상품에 관한
광고, 각종 지원서, 개인적 혹은 공식적 용무의 편지, 이메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서신을 작성하여야 하며 80~100단어 정도 쓰면 된다. 출제자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이다.
❃ 질문 예시
Rédigez une lettre par laquelle vous déclinez une invitation à dîner.

6) 자유작문

주어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짧은 에세이를 쓰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제이다. 자유작문은

프랑스어

쓰기 시험의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응시자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한다. 일반적인 에세이 작성 원칙
및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문항을 푸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쓰는 시간과 글의 내용 구상에 필요한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상 없이 무조건 써내려 가면 글의 전체적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포함시켜야 할 요점들을 일목
요연하게 적어내려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출제자가 예상하는 소요시간은 25분 정도이다.
❃ 질문 예시
∙ Que pensez-vous du rôle de la femme dans la société coréenne ? Donnez des exemples pour
illustrer votre opinion.
∙ La culture coréenne, particulièrement les dramas, sont très populaires depuis quelques
années dans de nombreux pays asiatiques. Pensez-vous qu’ils seront également bientôt très
populaires en France ? Expliquez pourquoi en une dizaine de lig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