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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 ] 비모음의 발음을 이해한다.
commencé[ɑ], santé[ɑ̃], sympa[ɛ̃], femme[ɑ], 
lundi[œ̃], lycéennes[ɛ]

2. [출제의도] 명사의 철자를 이해한다.
couleur, vendeuse, directeur, ordinateur, professeur

3. [출제의도] 형용사와 명사 어휘를 이해한다.
gourmand adj. et n. 
1. 맛있는 것을 양껏 먹기 좋아하는 : 그는 고양이

처럼 미식을 대단히 즐긴다.
2. 많이 먹는 사람(대식가) : 고기를 많이 먹는 사

람이다.

4. [출제의도] 명사 어휘를 이해한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7월과 8월에 바다, 산 또는 시
골로 휴가를 떠난다.

5. [출제의도] 전치사 어휘를 이해한다.
파리에는 동서로 걸쳐 13 킬로미터상의 세느강에 
37개의 다리가 있다.

6. [출제의도] 물건 사기 표현을 이해한다.
A :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 제 오빠를 위해 넥타이를 하나 사려고요.
A : 몇 살이지요? 
B : 25살입니다.

7. [출제의도] 양보의 표현을 이해한다.
Après vous : 먼저 들어가세요

8. [출제의도] 가격 묻기 표현을 이해한다.
A : 저것을 주세요. 얼마인가요?
B : 23 유로입니다, 부인. 또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

요? 
A : 네, 됐습니다.

9. [출제의도] 금지하기 표현을 이해한다.

 

10. [출제의도] 판단하는 표현을 이해한다.

11.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직업 명칭을 이해한다.

배우 Yvan Attal의 부인인 Charlotte Gainsbourg는 
Jane Birkin(영국 출신의 배우 겸 가수)과 Serge 
Gainsbourg(프랑스 가수)의 딸입니다. 그녀의 할머
니 Judy Campbelle과 삼촌인 Andrew Birkin도 영
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아들 Ben과 딸 Alice입니
다.  

12. [출제의도] 날씨 관련 표현을 이해한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안 좋습니다. 북부지방은 흐리
겠습니다. 중부와 서부지방은 비가 오겠습니다. 동
부지방은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레네 산맥에는 눈
이 오겠습니다.

[13 ∼ 14]
A : Bordeaux 시를 보기 위해 탑에 올라갈 수 있을

까요?
B : 물론이지요! 위에서 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A : 약국은 어디에 있죠?
B : 길을 가시다가 곧바로 왼쪽으로 도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똑바로 가시다 보면 
오른 편에 있습니다.

A : 고맙습니다, 부인.
13. [출제의도] 동의하기 표현을 이해한다.
14. [출제의도] 길 알려주기 표현을 이해한다.
15. [출제의도]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TOURS, 시내 근처, 방 2칸, 68 ㎡, 4층, 응접실, 
침실, 부엌, 욕실. 깨끗함. 월 550유로. Tours 시 
Michelet 거리 28번지 ☎ 02 47 08 60 70

16. [출제의도] 사물 묘사 표현을 이해한다.
17. [출제의도] 이름 묻기 표현을 이해한다.

A : 성을 어떻게 쓰지요?
B : Matusewski, M-A-T-U-S-E-W-S-K-I.
A :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8. [출제의도]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마지막 기회!
■ 기차표를 20 % 할인 받으려면 출발 3일전에 구

입하세요(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 비행기표를 30 % 할인 받으려면 공항에서 출발 

당일 구입하세요. 
■ 버스를 타세요, 8월 한 달간 50 % 할인입니다.

19. [출제의도] 제안하기 표현을 이해한다.

20. [출제의도] 전화 통화 관련 표현을 이해한다.

21.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A :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B : 화요일이야. 내일 영화 보러 갈까?

12시 15분에 끝나.
A : 좋은 생각이야.

22. [출제의도] 프랑스인들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1900년에 프랑스인들은 연간 1인당 328 ㎏의 빵을 
먹었다. 2015년에는 프랑스인마다 1인당 43.8 ㎏을 
먹었다. 140 g을 먹는 남성들에 비해 80 g에서 90
g만 먹는 여성들에게서 감소 폭이 더 크다. 그러면 
미래에는? 만약에 빵을 먹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제
빵사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아침마다 신선한 바
게트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빵 좀 드세요!

23. [출제의도] 프랑스 도시를 이해한다.
예술과 역사의 도시, Menton은 이탈리아 근처, 프
랑스 남동쪽에 있다. Côte d’Azur를 방문하는 관광
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아주 온화한 기후(1월 
13도에서 8월 23도까지) 덕분에 레몬은 Menton 
시의 상징 중 하나이다. 2월 두 번째 토요일부터 3
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레몬 축제가 있다.

24. [출제의도] 프랑스의 새 행정구역을 이해한다.
올해부터, 프랑스의 5개 지역은 새 이름을 갖는다. 
지난 6월에 남서 지역은 «Nouvelle Aquitaine»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13개의 새 지역 명칭 중 8개는 
옛 이름을 가지고 있다. 5개의 새 지역은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불린다 : «Grand Est», «Normandie», 
«Occitanie», «Hauts-de-France» 와 «Nouvelle 
Aquitaine». 지역의 수도도 몇 군데 바뀌었으나, 파
리는 그대로 Île-de-France의 수도이다.

25. [출제의도] 프랑스의 썸머타임 제도를 이해한다.
1976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매년 1년에 두 번 시각
을 바꾼다 . 윈터타임과 썸머타임이 있다. 매년 썸
머타임은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해서 10월 마
지막 일요일에 끝난다. 예컨대 2016년에는 3월 27
일 일요일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그래서 새벽 
2시는 새벽 3시가 된다.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에 시간을 1시간 늦춘다. 그래서 새벽 3시는 새벽 
2시가 된다.

26. [출제의도] 프랑스의 축제 문화를 이해한다.
ENTRÉE LIBRE : 무료 입장

27. [출제의도] 대명동사문의 과거 분사 일치를 이해한
다.
a. Elle s’est lavé les mains.

28. [출제의도] 부정 대명사와 형용사의 사용을 이해한
다.

29. [출제의도] 비교급과 최상급의 표현을 이해한다.
a. Elle court le mieux de la classe.
b. Elle est meilleure que lui en maths.

30. [출제의도] tout의 다양한 용법을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