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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발음 규칙 총정리

1. 알파베(Alphabet)

대문자 소문자 발음 대문자 소문자 발음 대문자 소문자 발음

A a [a] J j [ʒi] S s [ɛs]
B b [be] K k [ka] T t [te]
C c [se] L l [ɛl] U u [y]
D d [de] M m [ɛm] V v [ve]
E e [ə, e] N n [ɛn] W w [dubləve]
F f [ɛf] O o [o] X x [ikx]
G g [ʒe] P p [pe] Y y [igʀɛk]
H h [aʃ] Q q [ky] Z z [zɛd]
I i [i] R r [ɛːʀ]

∘ 영어의� 글자와� 같다. (대문자� majuscule, 소문자�minuscule)
∘ 자음자� 20, 모음자� 6(a, e, i, o, u, y)

2. 철자� 기호(Signes orthographiques)

모양 이름 용례 비고

ˊ l'accent aigu é é 는� 대개� [e]로� 소리난다.

ˋ l'accent grave à, è, ù è 는� 대개� [ɛ]로� 소리난다.

ˆ l'accent circonflexe â, ê, î, ô, û 대체로� 장모음화를� 가져온다. ex.) âge

̈ le tréma ë, ï, ü
앞모음과� tréma가� 찍힌� 모음을� 각각� 분리하여� 발음하라는� 표시
ex.) Noël (노엘� : 크리스마스)

¸ la cédille ç

ç [s] 
ç는� a, o, u 앞에서만� 쓰인다. 즉, ça [sa], ço [so], çu [sy]
cf.) c + a, o, u : [k] ie.) ca [ka], co [ko], cu [ky]
    c + e, i, y  : [s] ie.) ce [sə], ci [si], cy [si]

' l'apostrophe j'ai
모음이� 생략되었음을� 표시한다

le enfant → l'enfant

- trait d'union
peut-être
y a-t-il?

 -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복합어� 형성)
 - 주어인칭대명사가� 동사� 뒤로� 도치될� 때

3. 구두� 기호(Signes de ponctuation)

. point 글의� 완결을� 표시하며, point final이라고도� 한다.
, virgule 어, 구, 절을� 끊어� 준다.
; point-virgule 주로� 절과� 절� 사이에� 써서� 앞의� 내용을� 보충한다.

: deux-points
앞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충하거나� 결과를� 설명한다.
직접화법에서� 인용문을� 연결한다.

? point d'interrogation 의문부호

! point d'exclamation 감탄부호

… point de suspension 휴지부� - 글을� 도중에서� 끝낼� 때, 또는� 인용문을� 도중에서� 생략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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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음과� 자음

자세한� 발음� 요령은� [프랑스어� 발음� 요령] (www.duvent.net/niveau_1/comment_prononcer.htm)을� 참고하
기� 바란다.

4.1.  모음(voyelle)

∘[a]와� [ɑ] : [a]는� 전설모음이며� [ɑ]는� 후설모음이다.
전설모음� [a]와� 후설모음� [ɑ]의� 구분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열린� [ɛ]와� 닫힌� [e]의� 구분도� 거의�
없어졌다.

∘[ɔ]와� [o] : [ɔ]의� 발음은� ‘어’에� 가까운� ‘오’이다. 프랑스어로는� o ouvert (열린� o)라고� 한다. 반면에� [o]의�
발음은� 입을� 좁게� 오무려서� 내는� ‘오’이다. 프랑스어로는� o fermé (닫힌� o)라고� 한다.

∘[ɛ]와� [e] : [ɛ]의� 발음은� 혀와� 턱의� 힘을� 빼고� 내는� 소리로서� ‘애’에� 가까운� ‘에’이다. 프랑스어로는� e 
ouvert (열린� e)라고� 한다. 반면� [e]는� 혀와� 턱을� 좁혀서� 내는� ‘에’ 소리로서� 프랑스어로는� e 
fermé (닫힌� e)라고� 한다.

∘[y]의� 발음� : 입모양은� [u]로� 하고� 소리는� [i]를� 내려고� 하면� [y]의� 발음이� 된다.
한글로� 굳이� 표현하면� ‘위’로� 표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위’는� 처음에는� ‘우’소리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이’로� 끝나는� 복모음이지만� 프랑스어의� [y] 발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위’ 
소리가� 나는� 단모음이다. 요령은� 입모양을� 위� 설명처럼� 한� 채� 발음을� 마칠� 때까지�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ø]의� 발음� : 입모양은� [o](닫힌� o)로� 하고� 소리는� [e](닫힌� e)를� 내려고� 하면� [ø]의� 발음이� 된다. 
한글로� 표기하면� ‘외’가� 되는데� 우리말의� ‘외’는� ‘오’로� 시작해서� ‘에’로� 끝나지만� 프랑스어의�
[ø] 발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외’로� 소리나도록� 단모음으로� 소리내야� 한다. 입모양을� 위의�
설명처럼� 하고� 발음을� 마칠� 때까지�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œ]의� 발음� : 입모양은� [ɔ](열린� o)로� 하고� 소리는� [ɛ](열린� e)를� 내려고� 하면� [œ]의� 발음이� 된다. 한글로�
표기하면� ‘외’로� 표기할� 수� 밖에� 없는데, [ø] 소리� 보다는� 더� 열린� 소리로서, 입술이� 조금� 더�
벌어지고� 혀의� 힘을� 빼서� 구강� 내부가� 좀� 더� 넓게� 하여� 내는� 소리이다. 그러나� 우리말이� ‘왜’
는� 아니며, 역시� 단모음으로� 소리� 내어야� 한다. 

∘[ə]의� 발음� : 힘을� 빼고� 맥빠진� 듯한� 느낌으로� 내는� 불안정한� 모음. 우리말에는� 이러한� 발음이� 없으며� 어
떤� 이는� 「‘으’와� ‘어’와� ‘에’의� 중간� 발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글로� 굳이� 표기하자면�
‘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정식으로� 발음하자면, 입의� 앞쪽에서� 얕게� 소리나는� ‘으’가� 아니
라� 마치�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서� 혀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내는� 것� 같은, 
목� 안� 쪽에서� 발성되어� 구강� 내에서� 공명이� 많이� 되며� 나오는� ‘으’에� 가깝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우리말의� ‘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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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모음(voyelle nasale) : [ᾶ], [ɔ̃], [ɛ̃̃], [œ̃]
비모음이란� 모음을� 발음할� 때에� 콧소리를� 섞는� 것으로서, 한글로� 표기하면� 받침� 'ㅇ' 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말의� 'ㅇ'소리와는� 달리� 목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으며� 숨의� 일부는� 코로, 일부는� 입으로� 내보내
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아~잉~~'하고� 아양을� 떨면서� 내는� 소리를�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오늘날� [œ̃]의� 발음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ɛ̃] 발음으로� 대체되고� 있다. 발음기호상� [œ̃]로� 표기되어� 있
어도� 실제로� 들어보면� [ɛ̃]과� 구별할� 수가� 없다. 

4.3. 자음(consonne)
[b], [p], [d], [t], [g], [k], [s], [z], [ʃ], [ʒ], [m], [n], [ɲ], [l], [ʀ]

∘[ʒ]의� 발음� : [ʃ]를� 발음할� 때와� 똑같은�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성대를� 떨어� 유성음으로� 소리낸다.

∘[ʀ]의� 발음� : 혀의� 뿌리부분이� 떨면서� 나는� 소리

4.4. 반자음(=반모음)(semi voyelle)
[w], [ɥ], [j]는� 각각� [u], [y], [i] 소리가� 뒤에� 이어지는� 모음� 앞에서� 짧게� 소리나면서� 자음과� 같은� 역할을� 하
므로� 반자음� 또는� 반� 모음이라고� 한다. 
반모음은� 독립해서� 음절을� 구성하는� 일이� 없다.

4.5. 유성� h(또는� 유음� h; h aspiré)와� 무성� h(또는� 무음� h; h muet)
프랑스어의� h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음되지� 않으나� 단어의� 첫머리에� 놓인� h중에는� 자음으로� 취급되는� h(유
성� h)와� 자음으로� 취급되지� 않는� h(무성� h)가� 있다.
발음되지� 않으나� 자음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즉, 그� 앞에서� 모음생략이나� 연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유음� h는� 그� 앞에�†를� 붙여� 표시하고� 있다. 

∘모음� 생략의� 경우

무성� h ▷ le hôtel → l'hôtel, la heure → l'heure
유성� h ▷ le héros, la honte

∘연독의� 경우

무성� h ▷ les hommes [lezɔm], trois heures [tʀwazœʀ]
유성� h ▷ les héros [le eʀo], les haut-parleur [le ɔpaʀlœːʀ]

5.  모음� 생략� (또는� 모음축약, 모음� 줄임; élision)

∘-e로� 끝나는� 단음절� 단어는� 뒤에� 모음이나� 무성�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e의� 발음� [ə]가� 사라지고� 그�
단어의� 자음이� 뒷� 단어의� 첫� 모음과� 합쳐지게� 된다. 

  이때� e가� 생략되었다는� 뜻으로� '를� 찍고� 두� 단어를� 붙여� 쓴다.
le, de, ce, ne, que, je, me, te, se 등� (대명사� elle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 le ami → l'ami, de où → d'où, ce est → c'est, Je ai → J'ai

il ne y a pas → il n'y a pas, Que il est beau! → Qu'il est beau!

∘ la도� 모음� 생략을� 한다.
▷ la école → l'école, Je la ai aimé. → Je l'ai ai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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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는� il이나� ils 앞에서만� 모음� 생략을� 한다.
▷ si il fait beau → s'il fait beau, si ils sont → s'ils sont
[주의] si elle, si on 은� 그대로. (si on은� si l'on으로� 하기도� 한다.)

∘ 다음의� 단어� 앞에서는� 모음생략이� 일어나지� 않는다.
un(숫자� 혹은� 번호), oui, huit, huitain(e), huitième, onzième, uhlan, ululer, ululement, yacht, yak, 
yankee, yaourt, yard, yatagan, yen, yeoman, yiddish, yod, yoga, yogi, yole, youpin, youtre, youyou, 
yucca, Yalou, Yang-tsé-kian, Yémen, Yucatan, etc.

6. 연독(liaison)

6.1. 연독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두� 단어의� 의미상, 문법상� 상관� 관계가� 밀접한� 데도� 두� 단어� 사이에서� 모음�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피하
기� 위해� 쓴다. 즉� 앞� 단어의� 끝� 소리가� 모음이고, 뒷� 단어의� 첫� 소리가� 모음� 또는� 무음� h일� 경우, 앞� 단어
의� 맨� 끝에� 소리나지� 않던� 자음이� 뒷� 단어의� 첫� 모음과� 연결되어� 소리가� 나게� 된다.

6.2. 연독과(liaison)과� enchaînement의� 구분
∘연독� : grand [gʀᾶd] + ami [ami] → grand ami [gʀᾶtami]
소리나지� 않던� 끝자음� d가� 연독되면서� [t]로� 소리나게� 되었다.

∘enchaînement : grande [gʀᾶːd] + amie [ami] → grande amie [gʀᾶːdami]
앞� 단어의� 끝소리가� 뒷� 단어의� 첫소리모음과� 연결� 되었을� 뿐, 따로� 따로� 발음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6.3. 연독� 규칙
6.3.1.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6.3.1.1.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말]과� [명사] 사이

관사

형용사
+ 명사

▷ un enfant [œ̃nᾶfᾶ], petit ami [pətitami], mon école [mɔ̃nekɔl]
     ︶ ︶ ︶

6.3.1.2. [동사� 앞에� 쓰인� 대명사]와� [동사] 사이, 또� 그� 대명사들� 사이

대명사� + 대명사� + 동사

▷ on arrive [ɔ̃naʀiːv], vous y êtes [vuziɛt], je vous en offre [ʒvuzᾶnɔfʀ] 
     ︶ ︶ ︶ ︶

6.3.1.3. [동사와� 도치된� 대명사]와� [동사] 사이, 또� 그� 대명사들� 사이

동사� + 대명사� + 대명사

▷ vient-il [vjɛ ̃til], allez-vous-en [alevuzᾶ]
       ︶ ︶

6.3.1.4. 단음절인� [전치사], [부사], [접속사] 뒤에서
▷ sous un arbre [suzɛ̃naʀbʀ], très utile [tʀɛzytil], quand il est [kᾶtilɛ]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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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숙어(관용어구)에서
▷ tout à coup [tutaku], de haut en bas [dəɔtᾶba], Etats-Unis [etazyni]
      ︶︶ ︶ ︶

6.3.2.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3.2.1. [복수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와� 그� 복수명사, [인칭대명사가� 아닌� 복수� 대명사]와� 동사�
사이.

▷ soldats anglais [sɔlda(z)ᾶglɛ], deux mots à dire [dømɔ(z)adiːʀ], 
plusieurs arrivent [plyzjœːʀ(z)aʀiːv]

6.3.2.2. 동사� 뒤에� 쓰인� nous와� vous의� 뒤에서
▷ Qu'avez-vous à dire? [kavevu(z)adiʀ], Placez-vous ici [plasevu(z)isi]

6.3.2.3. 복수� 형용사와� 불변화어� 사이

▷ bons ou mauvais [bɔ ̃(z)umovɛ]

6.3.2.4. 동사� 뒤에� 인칭대명사가� 아닌� 다른� 단어가� 올� 경우

▷ Je suis anglais [ʒəsɥi(z)ᾶglɛ], Il veut essayer [ilvø(t)ɛsje]

6.3.2.5. 다음의� 전치사, 부사� 뒤
▷ pendant un jour [pɑ̃dɑ̃(t)œ̃ʒuːʀ], jamais ici [ʒamɛ(z)isi]

6.3.3. 해서는� 안되는� 경우

6.3.3.1. 단수� 명사나� 고유명사의� 뒤에서

▷ un soldat / anglais
Paris / est là

* 특히� 주어가� 명사일� 경우� 동사와� 절대로� 연독하지� 않는다.
▷ L'enfant / a une poupée. 

Les élèves / ont des crayons.

6.3.3.2. 비모음인� 단수� 대명사� 뒤(on 제외)
▷ Quelqu'un / est là [kɛlkœ̃ / ɛ la]

6.3.3.3. 동사� 뒤에� 쓰인� on 뒤
▷ a-t-on / une voiture?

6.3.3.4. 단수� 형용사� + 불변화어
▷ bon / ou mauvais

6.3.3.5. et 뒤에서� 절대로� 연독하지� 않음
▷ là-bas et / ici [labaeisi]

et / il sort [eilsɔː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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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의문부사� 뒤

▷ Quand / es-tu né?
[예외] Comment allez-vous?
              ︶
Quand est-ce que tu fais? (est-ce que와� 흔히� 연독)
      ︶

6.3.3.7. 폐쇄� 모음� 앞

▷ en / haut [ɑ̃ɔ] 유성� h
cent / un [sɑ̃œ̃]
les / huit [leɥit],  [주의] dix-huit [dizɥit]
Mais / oui [mɛwi]
les / onze [leɔ̃ːz]

6.3.3.8.  일부� 관용어구
▷ nez / à nez

dos / à dos

6.3.4.  연독이� 일어나면� 소리가� 달라지는� 자음들

s, z → [z] six heures [sizœːʀ], petits enfants [pətizɑ̃fɑ̃]

d → [t] grand homme [gʀɑ̃tɔm], grand avion [gʀɑ̃tvjɔ ̃]
g → [k] long hiver [lɔ̃kivɛːʀ], long espoir [lɔ ̃kɛspwaːʀ]

f → [v]

neuf ans [nœːvɑ̃], neuf heures [nœvœːʀ]
neuf hommes [nœvɔm], neuf autres livres [nœvɔːtʀliːvʀ]
neuf enfants [nœfɑ̃fɑ̃ 또는� nœvɑ ̃fɑ̃]
[주의] 위의� 경우� 외에는� 연독이� 아니라� enchaînement이� 일어난다.
neuf arbres [nœfaʀbʀ], neuf oranges [nœfɔʀɑ̃ːʒ] 등

7. 장단

∘ 프랑스어의� 모음은� 강세(accent tonique)가� 있는� 음절에서� 길게� 발음될� 수� 있다. 
∘ [v], [z], [ʒ], [ʀ], [vʀ]의� 발음은� 항상� 길게� 발음한다. 
▷ veuve [vœːv], chaise [ʃɛːz], rouge [ʀuːʒ], amour [amuːʀ], fièvre [fjɛːvʀ]

8. 발음과� 철자

8.1. 전설모음(前舌母音 Voyelles antérieur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i]
i ici [isi], il [il], si [si]
î île [il]
y style [stil]

[e]
e les [le], et [e], parler [paʀle]

‘e’는� 소리나지� 않는� 자음� 앞에서� [e]로� 발음된다.
é opéra [ɔpeʀa], été [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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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후설모음(後舌母音 Voyelles postérieur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ɑ]
a + [s] tasse [tɑs]

â âge [ɑːʒ]

[ɔ]
o robe [ʀɔb], tort [tɔːʀ]

[ɔ]와� [o]의� 구분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대체
로� 단어의� 끝이나� [z]소리� 앞에서� [o], 뒤에� 기
타� 소리나는� 자음이� 있을� 때� [ɔ]로� 소리난다.

au auto [ɔto]

[o]

o rose [ʀoːz], dos [do], photo [fɔto]
ô hôte [oːt], hôtel [hotɛl]

au autre [oːtʀ], pauvre [poːvʀ]
eau beau [bo], tableau [tablo]

[u]
ou tout [tu], chou [ʃu]
où où [u]

8.3. 복합모음(復合母音 Voyelles composé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œ]
eu peur [pœːʀ], jeune [ʒœn] eu

+
소리나는� 자음이� 있으면� [œ]

œu œuf [œf], sœur [sœːʀ] œu 소리나는� 자음이� 없으면� [ø]

[ø]
eu feu [fø], peu [pø]

단, 첫음절에� 놓인� eu- 와, 어미로� 쓰인� -euse 는� [ø]
로� 발음된다.

œu vœu [vø], lieue [ljø]
[주의] un œuf의� 복수� des œufs는� -fs가� 묵음이� 되
어� [dezø]

[ə] e de [də], le [lə], demande [dəmᾶːd]
[y] u une [yn], usine [yzin]

8.4. 비모음(鼻母音 Voyelles nasal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ɛ]

e elle [ɛl], examen [ɛgzamɛ̃] ‘e’는� 소리나는� 자음� 앞에서� [ɛ]로� 발음된다.
※ 2음절� 이상인� 낱말� 끝의� ‘e’는� 발음되지� 않는다. 

(e muet) 
☞ 10.1 탈락성의� e(e caduc) 또는� 무음� e(e muet)(e 
caduc) 또는� 무음� e

è mère [mɛːʀ]
ê tête [tɛt]

ai maison [mɛzɔ̃], aimer [ɛme]

[a]
a table [tabl]

‘a’는� [a]로� 발음되며� [ɑ]와의� 구분은� 거의� 없어진� 상태.
à là [la], voilà [vwala]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ɑ̃]

am lampe [lɑ̃p]

비모음의� 형성�☞ 10.비모음의� 형성
an dans [dᾶ]
em employé [ᾶplwaje]
en enfant [ᾶf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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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반모음=반자음(半母音=半子音 Semi-voyelles = semi-consonn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j]
i + 유성모음 piano [pjano], soulier [sulje] 모음과� 모음사이의� y는� i+i

▷ voyage=voi+iage [vwajaʒ]y + 유성모음 crayon [kʀɛjɔ ̃]
[ɥ] u + 유성모음 lui [lɥi], nuage [nɥaːʒ]
[w] ou + 유성모음 oui [wi], ouest [wɛst]

[wa] oi toit [twa], noir [nwaʀ]
[w] oin coin [kwɛ̃], moins [mwɛ̃]
[jɛ̃] -ien je viens [ʒəvjɛ ̃], le sien [ləsjɛ̃]
[jɔ̃] -ion nation [nasjɔ ̃]

8.6. 습음(濕音 Mouillé)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aj] ail travail [tʀavaj], rail [ʀaj]
[ɛj] eil soleil [sɔlej], conseiller [kɔ ̃sɛje]

[œj]
euil seuil [sœj], feuille [fœij]
œil œil [œj]
ueil accueil [akœj], cueillir [kœjiːʀ]

[ij] ill fille [fij], famille [famij]
[예외] ville [vil], village [vilaːʒ], 
mille [mil], tranquille [tʀᾶkil]

[ɲ] gn signal [siɲal], cognac [koɲak]

9. 자음(子音 Consonnes)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ɛ̃]

im simple [sɛ̃ːpl]

[주의] en은� 단어의� 끝에� 놓였을� 때는� [ɛ̃]으로� 소리난
다. ▷ bien [bjɛ̃] 
 ☞ [jɛ̃]

in vin [vɛ̃]
ym sympathi [sɛ̃pati]
yn syntaxe [sɛ̃taks]

aim faim [fɛ̃]
ain pain [pɛ̃]
eim Reims [ʀɛ̃ːs]
ein peinture [pɛ̃tyːʀ]

[œ̃]
um parfum [paʀfœ̃], humble [œ̃ːbl]

※ [œ̃]의� 발음은� 점차� [ɛ̃]으로� 변해가고� 있다.
un lundi [lœ̃di]

[ɔ ̃] om nombre [nɔ ̃ːbʀ]
on oncle [ɔ̃ːkl]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p]
p, pp port [pɔːʀ], appel [apɛl]

b + s/t absent [apsᾶ], obtenu [ɔptəny]
[b] b, bb bébé [bebe], abbé [abe]

[f]
f feu [fø]

ph photo [fɔ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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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단어의� 끝� 자음의� 발음
9.1.1. 단어의� 끝에� 놓인� 자음� 글자는� 대체로� 소리나지� 않는다. 특히, 복수형을� 나타내기� 위해� 붙인� s는�

연음은� 되지만� 그� 단어� 자체만� 발음할� 경우� 절대� 발음하지� 않는다.
▷� nez [ne], cent [sɑ̃], trop [tʀo], livres [lːvʀ]
[예외] sud [syd], mars [maʀs], cinq [sɛ̃k]

발음 철자 용� � � � � � � 례 비 고

[v]
v vie [vi], service [sɛʀvis]
w wagon [vaɡɔ ̃]

[t]
t tabac [taba]

th thème [tɛm]
[d] d, dd dame [dam], addition [adsjɔ ̃]

[k]

k kilomètre [kilomɛtʀ]
qu qui [ki], quoi [kwa]

c+a/o/u cahier [kaje], collège [kɔlɛːʒ], cube [kyb]
cc+a/o/u occasion [ɔkazjɔ ̃], accord [akɔːʀ], occuper [ɔkype] ☞ cc+e/i

[g] g+a/o/u gai [ɡe], gomme [ɡɔm], guide [ɡid]

[ks]
ex+자음 excuse [ɛkskyːz], expert [ɛkspɛːʀ]
cc+e/i accident [aksidᾶ], accès [aksɛ]

[ɡz] ex+모음 exact [ɛɡzakt], exercice [ɛɡzɛʀsis]

[s]

s si [si], sept [sɛt]
x six [sis], dix [dis]

c+e/i/y ce [sə], ici [isi], cycle [sikl]
sc+e/i/y science [sjᾶːs], scène [sɛn], scytale [sital]

ss posséder [pɔsede], essayer [esɛje]
ç ça [sa], français [fʀᾶsɛ]

모음+tion
모음+tie

démocratie [demɔkrasi]
essentiel [esᾶsjɛl]

 ☞ [jɔ ̃]

[z]
z zone [zɔn], zoo [zɔo]

모음+s+모음 rose [ʀoːz], maison [mɛz~ɔ]
x deuxième [døzjɛm]

[ʒ]
j jour [ʒuːʀ], jamais [ʒamɛ]

g+e/i/y
genou [ʒənu], girafe [ʒiʀaf],
gymnaste [ʒimnast]

[비교] ge [ʒə], gi [ʒi]
      gue [ɡə], gui [ɡi]

[ɡ]
g+a/o garçon [ɡaʀs~ɔ], gomme [ɡɔm]

gu
guerre [ɡɛːʀ], fatigue [fatiɡ]
[예외] aigu [ɛɡy]

[비교] gea[ʒa], geo[ʒo]
    ga[ɡa], go[ɡo], gu[ɡy]

[ʃ] ch, sch
chambre [ʃᾶːbʀ], chocola [ʃɔkɔla]
schéma [ʃɛma]

[예외] choléra [kɔleʀa], 
choral [kɔʀal]
  écho [eko], chaos [kao] 

[ʀ] r, rr riche [ʀiʃ], mer [mɛːʀ], terrain [tɛʀɛ̃]
[m] m, mm mais [mɛ], grammaire [gʀamɛ:ʀ]
[n] n, nn non [nɔ ̃], innover [inɔve]
[l] l, ll loi [lwa], mille [mil], aile [ɛ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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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c, -f, -l, -r, 등은� 대체로� 소리가� 난다.
9.1.2.1. -c의� 발음� : 대체로� 소리난다.
▷ sac [sak]
[예외] porc [pɔːʀ], banc [bɑ̃], franc [fʀɑ̃], blanc [blɑ̃], tabac [taba]

9.1.2.2. -f의� 발음� : 대체로� 소리가� 난다.
▷ neuf [nœf], canif [kanif]
[예외] clef [kle] = clé

9.1.2.3. -l의� 발음

9.1.2.3.1. 대체로� 소리난다.
▷ mal [mal], bal [bal], seul [sœl]

9.1.2.3.2. 2음절이고� -il로� 끝났을� 때는� -l이� 발음되지� 않는다.
▷ outil [uti], gentil [ʒɑ̃ti], fusil [fyzi]

9.1.2.4. -r의� 발음

9.1.2.4.1. 대체로� 소리난다.
▷ jour [ʒuːʀ], voir [vwaːʀ]

9.1.2.4.2. 2음절이고� -er로� 끝났을� 때는� -r가� 발음되지� 않는다.
▷ premier [pʀəmie], ouvrier [uvʀie]
[예외] hiver [ivɛʀ], cuiller [kɥijɛːʀ]
[주의] -er로� 끝났어도� 단음절일� 때는� -r가� 발음된다.
▷ mer [mɛːʀ], hier [jɛːʀ]

10.비모음의� 형성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 비모음이� 형성된다. 
｢모음� + 'm / n'｣ 로� 단어가� 끝났거나� 자음으로� 이어질� 경우

∘단, m 또는� n이� 거푸� 오는� 경우에는� 비모음이� 형성되지� 않는다.
▷ immoral [i(m)mɔʀal], innocent [inɔsɑ̃]
[예외] emmener [ɑ̃məne]

11.탈락성의� e(e caduc) 또는� 무음� e(e muet)

e는� 문장중의� 위치에� 따라� 탈락되어� 전혀� 발음되지� 않거나� 약하게� [ə]로� 발음된다.  

11.1.  단어� 끝에� 놓인� 경우
 [ə]가� 탈락되는� 경우� (대부분의� 마지막� e는� 발음되지� 않음)
▷ Cette vieille femme tricote vite. 

Cette femme parle seule.
un verbe fa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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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mes [sɔm],  êtes [ɛt] - 여기서� e는� 앞의� 자음이� 발음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11.2. [ə]가� 발음되는� 경우
11.2.1. 유성� h 앞에서� 발음됨
▷� une haie,  une haute hutte   

11.2.2. 'l, r' 뒤에서
▷� une table ronde,  l`arbre morte  

11.2.3. 대명사� le
▷ Montrez-le,  Porte-le

11.3. 단어내부에서� (3자음� 법칙)
[ə]를� 생략할� 경우� 연달아� 3개의� 자음이� 오게� 되면� [ə]를� 발음해� 주어야� 한다. 
▷ Je ne me suis pas encore rempli.

11.3.1. [ə]가� 탈락되는� 경우� � � � �
발음되는� 하나의� 자음� 뒤에� 놓인� e는� 탈락됨
▷� l`avenir, samedi, maintenant 

11.3.2. [ə]가� 발음되는� 경우�
발음되는� 두� 개의� 자음� 뒤에� 놓인� e는� 발음함
▷� mercredi [mɛʀkʀədi],  justement [ʒystəm~ɑ]

11.4. 첫� 음절에� 놓인� 경우�
11.4.1. [ə]가� 발음되는� 경우�
대개� 발음됨

▷� Que faites-vous?  Cependant.  Je sais bien, Monsieur.

11.4.2. [ə]가� 탈락되는� 경우
p, t, k, b, d, g 등의� 자음이� 무음� e와� 함께� 놓일� 때는� 탈락됨
▷� Ce que je te demande.  Ne te fâche p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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