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Le verbe ‘avoir’ qu’on utilise souvent

avoir 동사를 익힌다. 
의문 형용사를 익혀 의문문에 사용할 수 있다.  
avoir 동사를 활용한 표현들을 살펴본다.   

앙투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어로 파리 200배 즐기기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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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살펴보자!

avoir 가지다

j’ ai

tu as

il/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s/elles ont

영어의 have 동사 

avoir 동사만 잘 외워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 

하루에 3번이상 사용하는 동사 

꼭 암기하자!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소유 표현 

무언가를 소유하는 표현 

기본적인 avoir 동사 활용방법

Tu as un chat ? 
너 고양이 있어(키워)? 

Oui, j’ai un chat.  
응, 나 고양이 한 마리 있어(키워). 

Non, je n’ai pas de chat. 
아니, 나 고양이 없어(안 키워). 

Vous avez un passeport ?  
여권 가지고 있어요? 

Oui, j’ai un passeport. 
네, 여권 있어요. 

Non, je n’ai pas de passeport. 
아니요, 저는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Vous avez des enfants ? 

✴ un passeport 여권 
✴ un chat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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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나이 표현 

나이 표현을 할 때도 avoir동사를 사용한다.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 

영어와 다르다. 

2개의 묻는 표현이 있다. 

Tu as quel âge ? 
너 몇 살이야? 

J’ai 27ans et toi ? 
나 스물 일곱이야. 

Moi, j’ai 33ans. 
나는 서른 셋이야. 

Vous avez quel âge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Moi, j’ai 40ans et vous ? 
저 마흔이에요. 

Ah d’accord, vous êtes encore jeune. Moi, j’ai 48ans. 
아 알겠어요. 당신 아직 젊으시네요. 저는 마흔 여덟이에요. 

Tu as quel âge ? 

Quel âge as-tu ?  

너 몇 살이야?

Vous avez quel âge ? 

Quel âge avez-vous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 quel 몇,어떤 (의문형용사) 
✴ l’âge 나이  
✴ an ~살, ~년 
✴ encore 아직, 다시



 

4

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잠깐! 의문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자! 

단수 복수

남 quel quels

여 quelle quelles

어떤, 무슨, 몇 등등 영어의 what, which의 뜻 모두 지니고 있다. 

의문 형용사 사용 방법은 총 2가지! 

첫번째 방법! 

의문형용사  명사  

Quel 
Quels 
Quelle 
Quelles

의문 형용사는 명사의 성, 수에 따라 선택 

구체적인 대상(명사)에 대해 묻고자 할 때 사용 

주어+동사 형태가 앞 또는 뒤에 올 수 있다. 

영어 which + 명사________ ? 

✓ Tu as quel âge ? 

✓Quel âge as-tu ?

Tu utilises quel portable ? 
너 어떤 휴대폰 사용해? 

Moi, j’utilise iPhone ! 
나 아이폰 사용해 ! 

Vous parlez quelles langues ? 
당신은 어떤 언어를 할 줄 아세요? 

Moi, je parle coréen, anglais et un peu français.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조금 할 줄 알아요. 

✓Quel sac ? 

✓Quelle mont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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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두번째 방법! 

의문형용사  être 

의문 형용사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명사의 성, 수에 따라 선택 

구체적인 대상(명사)에 대해 묻고자 할 때 사용 

영어 what is/are_________ ?

Quel est ton prénom ? 
네 이름이 뭐야? 

Moi, c’est Amélie et toi ? 
나, 아멜리라고해 너는? 

Quelle est ta nationalité ? 
네 국적이 뭐야? 

Moi, je suis française.  
나, 프랑스인이야. 

est 
sont

Quel 
Quels 
Quelle 
Quelles

명사  

Quelle est ta profession ? 
네 직업이 뭐야? 

Moi, je suis informaticien. 
나, 개발자야. 

Quelles sont les conditions pour obtenir un visa ?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가요? 

C’est important de parler un peu français. 
프랑스어 조금 할 줄 아는게 중요해요. 

✴ Le prénom 이름 
✴ La nationalité 국적 
✴ La profession 직업 
✴ La condition 조건 
✴ obtenir 얻다, 확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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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아픔 표현 

아픈 부위를 표현할 때 사용 

avoir  mal à 신체부위

✓ ‘mal’ 은 아픔, 고통이라는 뜻 
✓ ‘어떤 신체 부위가 아프다’라는 뜻

신체 부위 

신체 부위 뜻

La tête 머리

Les yeux 눈

Les dents 치아

La gorge 목

Le dos 등

Les mains 손

Les reins 허리

Le ventre 배

Les pieds 발

Les jambes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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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아픔 표현 

규칙을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다. 

à

le 

la 

au J’ai mal au ventre. 

J’ai mal à la tête. 

J’ai mal aux dents.
les 

à la

aux

표현 뜻 문장 뜻

être malade 아프다 je suis malade. 아퍼요

tousser 기침하다 je tousse. 기침해요

avoir le nez bouché 코막히다 j’ai le nez bouché. 코 막혔어요

avoir de la fièvre 열이 나다 j'ai de la fièvre. 열나요

attraper le rhume 감기에 걸리다 j’ai attrapé le rhume. 감기에 걸렸어요

attraper le virus 바이러스에 걸리다 j’ai attrapé le virus.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faire mal 아프게하다 Ça fait mal. 이게 아프게해요.

유용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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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생존을 위한 표현!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사용할 바로 그 표현! 

주어 바꿔서 자유롭게 사용

신체 부위 뜻 문장

avoir chaud 덥다 j’ai chaud

avoir froid 춥다 j’ai froid

avoir faim 배고프다 j’ai faim

avoir soif 목마르다 j’ai soif

avoir sommeil 졸리다 j'ai sommeil

avoir peur 무섭다, 두렵다 j'ai peur

Tu as faim ? 
너 배고파? 

Oui, j’ai trop faim. On mange quelque chose ? 
응 나 배고파. 우리 뭐 좀 먹을까? 

Moi, ça va. Je n’ai pas faim. Tu manges, toi ! 
나 괜찮아. 배고프지 않아. 너 먹어! 

Je suis malade et j’ai trop froid. 
나 아프고 너무 추워. 

Tu as attrapé le rhume ? 
너 감기 걸렸어? 

Oui, peut-être ?! J’ai soif aussi. Tu as de l’eau ? 
응 아마도?! 나 목도 말라. 너 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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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avoir 동사를 활용해보자!

avoir 동사를 활용한 유용한 표현 

원어민들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  

꼭 내 것으로 만들자. 연습연습! 

아래 표현들만 잘 사용해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잘 기억해뒀다가 DELF 시험때도 활용하면 좋다! 

표현 뜻

avoir l’air 형 , de + 동사 ~처럼 보이다

avoir envie de + 동사,명사 ~ 하고 싶다

avoir besoin de + 동사, 명사 ~가 필요하다

avoir le temps de ~할 시간이 있다.

avoir l’intention de ~할 계획이다.

avoir du mal 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voir l’habitude de ~하는 습관이 있다.

avoir l’occasion de 자리(기회)가 있다

avoir de la chance 운이 좋다

avoir tendance à ~하는 경향이 있다.

avoir raison / tort 옳다 /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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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문장을 만들어 보자!

avoir l’air 

Tu as l’air fatigué aujourd’hui !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avoir envie de   

J’ai envie de partir en France. 
나 프랑스로 떠나고 싶어. 

avoir besoin de  

J’ai besoin de travailler demain. 
나 내일 일하는 게 필요해. (일해야 해) 

avoir le temps de  

J’ai le temps de faire les devoirs. 
나 숙제할 시간이 있어. 

avoir l’intention de 

J’ai l’intention d’aller à Paris pour étudier le français. 
나 프랑스어 공부하기 위해 파리 갈 의도가 있어 (계획 있어) 

avoir du mal à 

J’ai du mal à parler en public.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11

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문장을 만들어 보자!

avoir l’habitude de 

Ils ont l’habitude de se réveiller tôt. 
그들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avoir l’occasion de 

On a l’occasion de participer au cours de français. 
우리는 프랑스어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avoir de la chance 

Tu as de la chance ! 
너 운이 좋네! 잘됐다! 

avoir tendance à 

Nous, on a tendance à passer beaucoup de temps au café. 
우리는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avoir raison / tort 

Vous avez raison ! / Vous avez tort ! 
당신이 옳아요! / 당신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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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1.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Tu as __________ âge ? 

Vous utilisez __________ portable ? 

➀ quel ➁ quelle ➂ quels ➃ quelles 

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➀ Elle ___ un chat.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➁ Vous _______ des enfants ? [당신은 아이들(자식) 있으세요?] 

➂ On ___ un fils et une fille.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un fils : 아들, une fille : 딸)  

➃ Nous ________  froid. [우리는 추워요.] 

⑤ Ils _________ sommeil. [그들은 졸려요.] 

3. 다음 문장을 작문하시오. 

➀ 나 목 아퍼. (la gorge) 

➁ 너 발 아파? (les pieds)  

4.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J’ai _____________  de partir en France. [나는 프랑스로 떠나고 싶다.] 

5. 다음을 작문하시오. 

[나는 파리에 가기 위해 프랑스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aller, pour, étudier, le français) 

직접 테스트 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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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가성비 최고의 동사 avoir

정답을 확인해보자!

해당 PDF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구매자 본인외 공유는 금지해주세요.

1.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Tu as __________ âge ? 

Vous utilisez __________ portable ? 

➀ quel ➁ quelle ➂ quels ➃ quelles 

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➀ Elle a un chat.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➁ Vous avez des enfants ? [당신은 아이들(자식) 있으세요?] 

➂ On a un fils et une fille.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un fils : 아들, une fille : 딸)  

➃ Nous avons froid. [우리는 추워요.] 

⑤ Ils ont sommeil. [그들은 졸려요.] 

3. 다음 문장을 작문하시오. 

➀ 나 목 아퍼. (la gorge) 

J’ai mal à la gorge.  

➁ 너 발 아파? (les pieds)  

Tu as mal aux pieds ? (a  + les = aux) 

4.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J’ai envie de partir en France. [나는 프랑스로 떠나고 싶다.] 

5. 다음을 작문하시오. 

[나는 파리에 가기 위해 프랑스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J’ai besoin d’étudier le français pour aller à Par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