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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한국어를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한
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형식, 용법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
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잦다. 본 연구는 그러한 오
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라오어 간의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을 대조함으
로써,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사용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개념, 의미,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대
조하였다. 한국어의 부정 표현은 ‘안, 못’의 단형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로 
표현되는 장형부정과 ‘말다’와 ‘-지 말다’로 표현되는 장형부정이 있다. 반면, 라
오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ບ່ໍ’[bɔɔ]로 표현되는 단형부정과 부정부사 ‘ບ່ໍ’[bɔɔ]
와 조동사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가 결합한 형태만을 지닌다. ‘ບ່ໍ’[bɔɔ]는 한국
어의 ‘안’에 해당하고,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한국어의 ‘못’이며, ‘ຢ່າ’[yàa]는 
한국어의 ‘말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안, 못, 말
다’ 부정 표현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후 라오어의 부정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 
두 언어의 부정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에 대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이해도와 
사용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2~4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초·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
자로, 한국어의 ‘안, 못, 말다’ 표현의 의미, 기본 지식, 제약에 대해 총 7 항목의 
36개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안, 못, 말다’의 
의미 차이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였고, ‘안, 못’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안, 못’과 어울려 사용되는 동사나 ‘못’과 어울려 사용되
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학습 경험조차 없었다. 또한 ‘안, 못, 말다’가 어떤 문장 종
결 표현과 결합하여 사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학습 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겪는 문제점의 
원인은, 주로 한국어 문법 내용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
섭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대다수 학습자들은, 교재 내용의 결점 등 학습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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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때문에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하기가 어려움을 느꼈다.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많았고, 이러한 지점에서
는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
자들에게 한국어의 ‘안, 못, 말다’의 학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
사하였다. 또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교육
이 필요한지를 교수와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이 어려운 이유, 교수자들에게 한국어 ‘안, 못, 말다’ 교육이 필요한 이
유 등을 설문하였다.
  4장에서는 라오스 초·중급 학습자들이 범하는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의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5
가지로, ① 한국어 ‘안, 못, 말다’의 의미 교육, ② ‘안, 못, 말다’와 문장종결 사용
에 대한 교육, ③ ‘안’과 동사에 대한 사용, ④ ‘못’과 형용사에 대한 사용, ⑤ ‘안, 
못’ 부정 표현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다. 
  라오스인 한국어를 학습자를 위한 ‘안, 못, 말다’의 교육 방안은 PPP, TTT 수
업 모형을 선정하였다. ‘안, 못, 말다’의 의미, ‘안, 못, 말다’와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한 교육은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안’과 동사에 
대한 사용, ‘못’과 형용사에 대한 사용, 안, 못’ 부정 표현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교육은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모형의 각 부분은 학습자 중심의 교
수법을 응용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의사소통과 상상력 개발을 목적으로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라오스 한국어를 학습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라오스 학습자,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PPP 모
형, TTT 모형

학번: 2015-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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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와 라오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닌다. 한국어는 알타이어
족에 속하는 언어로 교착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따른다. 이에 반해, 라오어는 타이-카다이어족1)에 속하는 언어로, 고립어에 속하
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을 따른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이러한 차이는, 한
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학습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한국어 부정 표현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표현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서 부정 표현은 크게, ‘안’과 ‘못’의 단형부정, ‘-지 않다’와 ‘-지 못하다’
로 표현되는 장형부정, ‘말다’와 ‘-지 말다’로 표현되는 장형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라오어에서는 단형부정인 ‘ບ່ໍ’[bɔɔ]으로만 부정을 표현한다. ‘ບ່ໍສາມາດ’
[bɔɔ sàa màat]은 ‘못’이라는 의미로, 라오어에서는 부정부사 ‘ບ່ໍ’[bɔɔ]와 조동사 
‘ສາມາດ’[sàa màat]가 결합하여 부정 표현을 만들어 사용한다. ‘-지 말다’를 라오
어로 번역하면 ‘ຢ່າ’[yàa]인데, 한국어의 ‘-지 말다’처럼 ‘금지’의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라오어 문법 체계에서 ‘ຢ່າ’[yàa]는 부정 표현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문법적 차이로 인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특히 부정 표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컨대, 많은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형부정과 장형부정문을 구별하지 
못하며, ‘안, 못, 말다’의 의미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여 빈번하게 오류를 범한다. 
게다가 한국어 ‘못’ 부정의 경우, 형용사와 어울려 사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는 사용할 수 있어 그 의미적 복잡성을 매
우 높다. 이로 인해 라오스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 표현 학습 시 큰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
정 표현 학습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1) 허용·김선정(2013)의 통계에 따르면, 타이·카다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타이와 라오스를 비롯

하여 중국, 미얀마 북동부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90여 개의 언어(전 세계 언어의 1.3%에 해
당), 약 800만 명 정도의 사용 인구(전 세계 언어 사용 인구 중 1.35%에 해당)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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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로,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한국어의 부정 표현 개념 및 문법적 특징을 라오어
의 부정 표현 개념 및 문법적 특징과 대조해 보고, 관련된 개념과 특징과 대조하
고, 둘째,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 빈번하게 발
생하는 오류 양상를 분석하여, 셋째, 궁극적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다루어 온 부정 표현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자 한다.

2.1. 국어학에서의 부정 표현 연구

  국어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 표현을 연구해 왔으며, 그 연구의 흐
름은 크게 부정 표현의 제약, 의미적 특성, 통사적 특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임훙빈(1987)에서는 부정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통사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부
정 표현을 통사적인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에 따르면, 하나
는 단순히 부정소 ‘안’과 ‘못’을 서술어 앞에 놓아 형성되는 부정문이며, 다른 하
나는 보문자 ‘-지’ 뒤에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을 놓음으로
써 이루어지는 부정 표현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을 정
의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화(1989)는 부정 표현의 의미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부정 표현의 의미
구조는 화자가 어떤 상태나 동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아쉬움’, ‘자책’, ‘못 미침’, 
‘정보를 모름’, ‘중지나 화자의 청자에 대한 상태나 동작의 거부’, ‘그침’, ‘비난’, 
‘능력의 결어’, ‘평가의 못미침’, ‘거절’, ‘중단’, ‘금지’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밝
혔다. 류광식(1990)에서도 부정 표현의 의미를 검토한 바 있는데, ‘안’의 기본적
인 의미는 ‘객관적 수술 부정’이라 규정하고, ‘못’의 의미는 동사 부정법과 형용사 
부정법으로 구분하였다. 동사 부정법에서 ‘행동주의 능력 부정’이라는 의미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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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부정법에서는 ‘안’과 하나의 의미특성으로 중화되어 ‘객관적 서술 부정’이라
는 의미가 있다고 기술하여 보다 세분화하였다.
  정윤영(1990)은 부정 표현의 통사, 의미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미적 측면에서 ‘안’은 직접적인 객관성의 의미지만 ‘-지 않다’라는 
간접적인 객관성이다. ‘못’은 직접적인 주관성의 의미지만 ‘-지 못하다’라는 간접
적인 주관성이다. 단형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는 청자와 화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 정식적인 표현이나 대우표현과 관련된다. 통사적 특성에서는 ‘안, -
지 않다’가 통사적으로 같은 지배범위가 아니다, ‘못, -지 못하다’는 지배범위도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단형부정 ‘안, 못’의 지배범위가 같고 ‘-지 않다, 
-지 못하다’는 지배범위가 같았는데, 지배범위만으로는 이 네 형식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변정민(1995)은 정윤영(1990)과 달리 부정 표현의 의미적인 특성을 언급하였
다. ‘안’은 ‘단순부정’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부정 판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주체의 의도라고 보고, ‘못’의 의미를 [-미침]로 규정하였다. 이때 전달의 
초점은 부정 자체보다도 그 배경이 되는 요인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안’ 대신 
‘못’을 사용하면 어떤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경우 청자의 이해에 호소하는 작용을 
하며, ‘말다’는 기본 의미가 ‘단절’로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여 ‘금지’의 의미 효과를 낸다고 분석하였다. 
  이잠석(1991)은 ‘말다’ 부정 표현도 ‘안, 못’ 부정 표현과 통사적 특성이 다르다
고 언급하며,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말다’가 ‘허락’과 ‘금지’의 의미를 지닐 뿐, 이
것이 ‘긍정’과 ‘부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박진경(1999)은 ‘안’ 부정 표현이 일반적인 문장을 부정하는 단순부정과 주체
의 의도 들어가는 의도 부정 의미가 있고, ‘못’ 부정 표현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주
체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과 어떤 사실을 평가하는 평가 부정의 의미
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과 ‘못’이 모든 서술어 앞에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형부정은 제약 없이 모든 서술어에 자연스럽게 허용하지만 단형부
정은 많은 제약이 따름이 드러났다.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단일 용언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 못’ 부정 표현이 자유롭게 성립될 수 있다. 서술어가 합성 
용언일 경우에는 합성 용언의 구조에 따라 단형부정의 제약이 있다. 
  김명성(2002)도 박진경(1999)의 견해와 유사한데 ‘안’ 부정 표현은 ‘단순부정’ 
또는 ‘의도부정’ 의미를 가지며 ‘못’ 부정 표현은 ‘능력 부족’ 또는 ‘타의부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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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안’ 부정 표현 중 단형부정 ‘안’이 
합성어나 파생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지하게 되므로 ‘안’ 부정 표현과 쓰이지 못한다. ‘못’ 부정 표현은, 의도
나 바람을 나타내는 ‘-려고, -고자, -고 싶다’, ‘고민하다, 염려하다’ 등과 결합하
지 못하며, ‘참다, 견디다’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장형부정과 결합
할 수 있다. 형용사 서술어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넉넉하다, 넓다’ 등은 장형부정
과 결합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 이창덕(2014)은 ‘말다’ 부정 표현은 명령문과 청유문만 
쓸 수 있고, 평서문과 의문문에 쓸 수 없으며, ‘말다’는 ‘안’과 ‘못’ 부정 표현의 상
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명령문이
나 청유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용사 서술어문에 쓰일 수 없지만, 
화자의 희망이나 기원 등을 나타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송희(2014)에
서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부정 표현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가, 
명령문에서는 ‘말다’가 쓰일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살펴본바, 한국어 부정 표현은 다수 학자들에 의해 쓰임의 제약, 의미적 특성 
및 통사적 특징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개념과 그 쓰임의 제약, 의미적 특성 및 통사적 특징을 교육적 관점
에서 살펴보며, 학습자 중심에서의 유의미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한국어교육학에서의 부정 표현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부정 표현에 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특히나 많으며, 그 밖에도 러시아어, 
힌디어,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류남(2010)은 한국어 ‘안’, ‘못’ 부정 표현과 중국어 부정 표현의 제약을 대조하
며,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소의 제약을 대조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표현의 의
미를 대조 연구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되
는 교재들에서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되는 부정 표현에 대하여 교재를 분석하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추사(魏秋莎, 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 표현 용법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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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의 사용 양상과 오류를 분석한 후 그를 바탕으로 중국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는 장·단형부정 표현에 대한 혼동과 의지부정·능력부정을 구별하지 못하
는 오류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분석하여 지도 내용
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장전자(2011)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 표현을 통사적 부정 표현과 어휘적 부
정 표현으로 분류하고 비교했다.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표현의 대조 내용을 바탕
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했다. 오류가 가장 높은 것은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단형부정문에서 ‘명사+하다’를 사용할 때, 그리고 부정 표현 ‘못’, ‘-지 말다’를 
청유문에서 사용할 때임을 기술하고 있다. 이 3가지 표현에 대하여 형태 초점 의
사소통 접근 방법 바탕으로 하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
다.
  황효우(2012)는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표현은 통사적·의미적으로 분류하고 통
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한국 대학 기관 교재와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부정 표현 항목, 제시 방식, 연습활동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학습 내용, 학습 순서와 교수·학습 방안
을 제안하였다.
  남현진(2013)은 한국어 부정 표현 ‘안’과 ‘못’에 대응되는 중국어 부정 표현에 
대해 통사적 특징과 제약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 
및 오류를 분석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생하는 오류 원인은 모국어 간섭 오
류라고 제시하였다. 한국 대학 기관 교재에서 제시된 부정 표현 내용 배열과 설명 
방식을 분석하고 문법 항목의 배열 기준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의 순서를 제안하
였다. 
  하천륜(2014)은 한국어 부정 표현(‘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과 중국
어 부정 표현의 시제 표현의 형식 차이, 위치 차이, 의미 차이를 분석하여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학습 순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 순서
는 형태나 의미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학습자가 학습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
운 것’ 순으로 제시하였고, 수업구성 단계를 ‘제시-연습-활용’으로 제시하였다.
  임사선(任思璇, 2014)은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 오류
가 자주 생기는 통사적인 측면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한
국어 부정 표현의 기본 지식과 제약에 대해 조사했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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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모국어의 간섭이
고, 둘째는 교재 내용의 결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교재별·단계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건(2014)은 한국어 부정 표현 ‘안’, ‘못’과 중국어 부정 표현의 특징을 바
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표현의 차이를 비교
하며,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 사용 양상과 오류를 분석하였다. 학습
자들이 범한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안’, ‘못’ 부정 표현을 흔동하여 사용하였
다. 그는 한국어 부정 표현 순서를 계열화하고 한국어 부정 표현 교수·학습 모형
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설(2015)은 통사적인 부정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어와 중국
어 부정 표현을 번역하는 식으로 비교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선정하여 한국어 통사적 부정 표현의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
다’에 대한 대화와 설명 예문 연습을 분석하여 사용 빈도·난이도를 조사하고, 한
국어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딩야(Dingya, 2015)는 한국어 부정 표현의 형태·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부정 표현의 용
법과 의미를  살펴본 후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한국어 부정 표현의 사
용 양상, 오류를 분석하였다. 오류는 4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들은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한다. 둘째, ‘안’과 ‘못’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 셋째, 전제 부정과 부분 부정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 넷째, 부정문의 담화적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용 양상, 오류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과제 기반 
교수법에 의한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예브게니야(2007)의 연구는 현대 한국어와 현대 러시아어의 부정 표현을 통
사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문법교의 원리를 고찰하
여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지도방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드라마를 통한 부
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휘(2009)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부정 표현을 통사·의미로 분류하고 한국어와 
프랑스어 부정 표현을 통사 특징 중심으로 대조했다. 국내 대학 기관 교재를 분석
하여 국내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프랑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체계적
이지 못해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교재에 제시된 모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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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항목과 학습 순서, 제시 방식, 연습 활동을 분석하여 프랑스인 학습자를 위
한 한국어 부정 표현 학습 순서와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쿠마리 니디(KumariNidhi, 2016)는 한국어와 힌디어 부정 표현을 통사적 부정
과 형태적 부정을 중심으로 대조하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조사했다. 인도인 학
습자의 오류는 의도 부정과 능력 부정을 구별하지 못한 오류, 단형부정 사용을 파
악하지 못한 오류, 그리고 부정적 접두사에 대한 인식 부족 3가지라고 언급했다. 
학습자들의 오류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
류, 마지막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가 원인이라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인도인 학습자
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은 한국어교육에서 부정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은, 여러 언어권 학습자들도 공통적으로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라오스인 학습자들도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연구들이 대부분 한국어 부정 표현의 통
사적인 특성, 서술어의 제약, 의미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한국어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성, 서술어의 제약, 의미 이외에 
‘안’과 ‘못’의 위치 ,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대하여 연구이며, 부정  표현
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라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라오스 내 한
국어를 정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자가는 
모두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들로, 2학년 36명, 3학년 18명, 4학
년 18명, 총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전공 과정이 4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
으로는 1~2학년에서 기본 문법 중심으로 학습하고, 3~4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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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2학년(초급) 36명

총 72명3학년(중급) 18명
4학년(중급) 18명

TOPIK급수
없음 44명

총 72명초급 20명
중급 8명

성별 여성 46명 총72명남성 26명
나이

18~20살 32명
총72명21~23살 32명

24~26살 8명
<표 1> 부정 표현 조사 참여자 정보

법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가한 2학년 학생들은 
초급 수준의 숙달도를, 3~4학년에는 중급 수준의 숙달도를 보였다.2) 조사 대상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 거주 경험이 없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경험이 없는 
학습자도 섞여 있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2학년 학습자를 초급 수준으로, 3~4학년 학습자를 중급 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후에는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2학년 6명, 3학년 4명, 4학년 5명
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재(서울대)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강사 현지인 현지인,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교육 과목

한국어 1(현지인) 한국어2(현지인) 한국어3(현지인) 한국어4(현지인)
한국어발음(현지인) 읽기(현지인) 번역(현지인) 번역(현지인)
말하기(현지인) 쓰기(한국인) 읽기 (현지인) 읽기(현지인)
읽기(현지인) 문화(한국인) 쓰기(한국인) 쓰기(한국인)
철학(현지인) 컴퓨터(현지인) 역사(한국인) 문법(현지인)
라오어(현지인) 외국어(현지인)  문학(현지인) 말하기(한국인)
라오스교육(현지인)

외국어(현지인) 한국정치(한국인)환경(현지인)
외국어(현지인)

2) 솜밋 두왕띠(2017)에 제시된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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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번호 학습기간 성별 학습 수준
1 2학년 남 초급
2 2학년 남 초급
3 2학년 여 초급
4 2학년 여 초급
5 2학년 여 초급
6 2학년 여 초급
7 3학년 남 중급
8 3학년 남 중급
9 3학년 여 중급
10 3학년 여 중급
11 4학년 남 중급
12 4학년 남 중급
13 4학년 남 중급
14 4학년 여 중급
15 4학년 여 중급

<표 2>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3.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부정 표현 교육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개념과 
의미적, 통사적 특징, 쓰임의 제약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고의 2장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어에서의 부정 표현은 그 개념이나 특징, 쓰임의 제약에 대해 학자마다 조금씩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논하기 전에 이론
적 기준으로서, 선행 연구가 논의해 온 한국어 부정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실제 언어 사용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한국
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특징과 의미를 중심으로 부정 표현 사용 시 제약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라오어 부정 표현의 특징 및 의미와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부정 표현의 라오스 현지 교육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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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부정 표현의 사용 양상과 관련하여, 7가지 대유
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문항을 제시하여 총 36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설문조사지를 초·중급 학습자에게 나누어 주고 시험을 치르듯 응답하게 하
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 어려운 단어나 문항에 대한 설명 등 필요에 따라 라오어
로 번역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
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72명 중 15명을 대상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을 통해 밝혀낸 오류 발생 원인은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학습자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보다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 내용과 방안을 초
급 수준의 학습자와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초급 학습자의 
경우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중급 학습자의 경우 PPP 수업 모형
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들을 정리하고 추후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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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부정 표현의 개념 

  한국어 부정 표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부정문의 정의에 대해 논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재희(2004)는 어떤 문장에서 그 명제 내용을 부정하여 진리 조건을 정
반대로 바꾸도록 하는 문법적 기제를 부정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익섭·채완(199
9)에서도 최재희(2004)와 동일하게 어떤 문장에 덧붙어 그 명제의 진위를 정반
대로 바꾸는 일을 하는 요소를 ‘否定素(negative)’라고 하고 이런 부정사가 들어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은 부정에 대하여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안)’나 ‘못’을 쓰거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용언 ‘아니다, 아
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를 써서 만든다고 정의하였다3). 허재영(2002)에서도 
남기심·고영근(1985)에서와 유사하게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와 ‘못’이 결합하여 
그 문장의 뜻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으로 정의하였다. 
  구본관 외(2015)에서의 부정문은, 부정부사 및 부정의 보조용언 구성들을 사용
하여 긍정문을 통사적으로 바꾸거나 ‘없다, 모르다’ 등의 어휘들 사용함으로써 구
성된다. 부정문은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말)와 
호응하는 특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주행(2017)은 부정문은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문법 범주라고 한다. 
즉 부정소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한국 부정소에는 부정부사 ‘아니(안)’나 
‘못’, 부정 보조용언인 ‘(-지)아니하다(않다)’, ‘(-지)못하다’, ‘(-지)말다’ 등이 
있다. 이승준(2014)에서도 부정문은 부정소를 통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라고 하였다. 
  이규호(2010)는 긍정의 뜻을 가진 문장에 부정 부사 ‘안, 못’이나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따위를 써서 부정의 뜻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을 부정문
으로 정의하였다. 부정 부사를 사용한 표현을 단형부정문이라고 하고, 부정 서술

3) ‘아니다’, ‘안’, ‘-지 않다’에 의한 부정문을 ‘안’ 부정문, ‘못’, ‘-지 못하다’가 쓰인 부정문을 
‘못’ 부정문, ‘말다’가 쓰인 부정문을 ‘말다’ 부정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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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한 표현을 장형부정문이라고 하였다.4) 송창선(2010)에서도 이규호(201
0)와 동일하게 부정문은 긍정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사태에 대하여 그렇
지 않다고 단정하는 문장이며, 부정문은 긍정문에 부정 부사 ‘아니(안), 못’을 붙
이거나 부정 서술어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를 써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정문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의 부정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문이란, 부정부사(‘안, 못’)와 부정 보조용언 (‘-지 않다, -지 못하
다, -지 말다’)을 통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부정 표현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수의 논의가 있다. 
  오현정(2016)은 부정 표현은 부정문의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 한 문장에 형태
적·의미적으로 부정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화층위에서 부정의미를 포
함한다면 부정 표현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이관규(2016)는 부정 표현이 부정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긍
정문에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안’이나 ‘못’ 같은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단형부정, 후자
는 장형부정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을 각각 단형부정문, 장형부정
문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형태상인 것이고, 의미상으로 나눈다면 ‘못, 
못하다’는 능력 부정, ‘안, 아니하다’는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곧, ‘안, 아니하다’는 화자의 부정의 의지를 표현하는 뜻임에 반해 ‘못, 못
하다’는 능력이 없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사정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익섭(2005:
287)은, ‘안, 아니하다’와 ‘못, 못하다’는 관할하는 영역이 다르며, 크게 보면 ‘안, 
아니하다’가 중심 지역을 맡는다고 하였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지역, 말하
자면 무표적인 지역이 ‘안, 아니하다’의 구역이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못, 못하
다’는 그 나머지 주변 지역으로서 무엇인가 조건이 더 많고 그만큼 유표적인 구역
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지룡 외(2005)에서는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정부사 
‘안, 못’이나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써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예시는 
4) 단형부정문 보조 용언 구성을 이루어 ‘-지(않다, 못하다, 말다)’로 실현된다, ‘-지 말다’의 경

우는 단형부정문이 없고,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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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그는 밥을 안 먹었다. / 먹지 않았다.
(2) 그는 밥을 못 먹었다. / 먹지 못했다.

  (1)과 같이 ‘안’이나 ‘-지 않다’가 쓰인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
작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의지부정을 주로 나타내고, (2)와 같이 ‘못’이
나 ‘-지 못하다’가 쓰인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을 주로 나타내게 된다. 한편 부정 표현은 용언 앞에 
부정부사 ‘안, 못’을 넣는 단형부정문과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 ‘-지’를 
결합하고 그 뒤에 ‘-지 않다, -지 못하다’를 쓰는 단형부정문이 있다. ‘-지 않다, 
-지 못하다’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쓰이지 못하는데, 이 때는 그 대신에 아래
와 같이 ‘말다’가 쓰인다. 

(3) 가. 이번 토요일에는 만나지 *않자./ * 못하자./ 말자.
    나.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읍시다./ *못합시다./ 맙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부정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정부사 ‘안, 못’이나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써서 나타낸다. 부정부사를 사용한 표현
은 단형부정문이고, 부정 보조용언을 사용한 표현을 장형부정문이라고 
한다. ‘못, -지 못하다’는 능력 부정, ‘안, -지 않다’는 의지 부정의 뜻이
다. 

  라오어에서의 부정 표현 개념은 조금 달리 정의된다. ສວີຽງແຂກ ກອນນວົິງ(2013)
은 부정 표현은 인정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규정하였다.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ນັກຮຽນຮຽນຫນັງສ’ື(학
생들은 공부해요.) 긍정 표현과 반대하여 ‘ນັກຮຽບ່ໍຮຽນຫນັງສ’ື(학생들은 공부 안 해
요.)를 사용한다. 부정부사 ‘ບ່ໍ’[bɔɔ]와 긍정 표현이 결합하여 부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본 것이다(ວະກາຍະສຳພັນ, 2000:100). 라오어 학과의 라오어 쓰기1 교재5)

5) ພາກວຊິາພາສາລາວ-ສື່ສານມວນຊົນ((2009), ແບບຮຽນການຂຽນສຳລັບປກີຽມພາສາລາວ, 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ແຫ່ງ
ຊາດ ຄະນະອັກສອນສາ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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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의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앞에 ‘ບ່ໍ’[bɔɔ]부정부사를 
붙여서 부정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듯, 부정 표현 개념은 라오어는 한국어와 비슷하여 부정 표현은 긍
정 표현에 상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부정 표현의 정의하
는 데 있어서, 한국어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와 ‘부정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부정
을 표현한다고 보는 데 반해, 라오어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만을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한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부정 표현
2.1. ‘안’ 부정 표현

  ‘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아니(안)’ 혹은 부정 보조용언인 ‘(-지) 아니하다
(않다)’ 혹은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드는 것이다(이주행, 2017:319). 
‘안’ 부정 표현은 서술어 앞에 ‘안(아니)’을 넣거나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에 ‘-지’
를 붙이고 그 뒤에 ‘않다(아니하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허용 외, 2005:20
2). 따라서 ‘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아니(안)’가 서술어 앞에 쓰이는 단형부
정문과 서술어의 어간에 ‘-지’를 붙이고 보조용언 ‘아니하다(않다)’를 더하는 장
형부정문으로 나누어진다(고영근·구본관, 2008:337).  

2.1.1. ‘안’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 

  백봉자(2003), 김진호(2011)에서는 제시한 ‘안’ 부정 표현의 특징을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 동작동사, 상태동사
  동작동사나 상태동사 앞에 쓰이어 동사를 부정으로 한정한다. ‘이다’ 동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4) 가. 텔레비전은 안 봐요.



- 15 -

    나.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워요.
    다. 나는 추운데 안 추우세요?
    라.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지요?
    마. 나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2) ‘안’+ 하다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된 동사에는 명사와 ‘하다’ 사이에 ‘안’을 넣고, 그 명사
에는 목격 조사 ‘을/를’을 붙여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한다.

(5) 가.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다)
     나. 알면서 왜 말을 안 하니? (말하다)
     다.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운동하다)
     라. 혜리가 요즘은 우리 집에 전화를 안 한다. (전화하다)
     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노력하다)

3) 동작동사, 상태동사+ ‘-지 않다’
  ‘안’이 뒤에 오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한정해서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과 달리, ‘-지 않다’는 모든 서술어와 잘 어울려서 문맥상 무리가 없다.

(6)  가. 전수는 신문을 보지 않아요.
     나. 어두워도 불을 켜지 않는군요.
     다. 습기가 많으니까 빨래가 마르지 않아요.
     라. 기침을 나지만 열은 많지 않습니다.
     마. 이번 화재로 손해가 적지 않아요.

  위에서 살펴본 ‘안’, ‘-지 않다’ 부정 표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 부사 ‘아니(안)’가 서술어 앞에 쓰이면 단형부정문이고 서술어의 
어간에 ‘-지’를 붙이고 보조용언 ‘아니하다(않다)’를 쓰이면 장형부정문
이다.

② ‘안’은 동작동사, 상태동사 앞에 위치하여 동사를 부정으로 한정한다.
③  ‘-지 않다’는 동작동사, 상태동사 뒤에 놓여 부정 표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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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안’ 부정 표현의 의미적 특징

  ‘안’, ‘-지 않다’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이지영(2005)
은 ‘안’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기본적인 부정부사로서 명제 내부의 요소와 관여
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의 성격에 따라 명제 내
부의 주어와 관여적인 양태 의미인 ‘의도’의 의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
다. 허용 외(2005)는 ‘안’ 부정문은 ‘단순부정문’이라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
08)은 ‘안’ 부정문은 ‘단순부정’과 ‘의도 부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누
고 있다. 

(7) 가.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나. 철수는 키가 작지 않다.
(8) 가.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나. 나는 오늘 밥을 먹지 않았다.

  (7가, 7나)는 동작주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단순부정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8가, 8나)는 단순 부정뿐 아니라 의도 부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
어진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주로 ‘단순부정문’으로 해석되고 동사인 경
우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재희(2004)도 고영근·구본관(2008)처럼 동일하게 ‘안’ 부정문은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으로 나눈다. 또한 이창용(1990)은 ‘의도성’이 나타나는 행동성동사에 
쓰이면 ‘의도부정’이 되고 ‘의도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 놓이면 ‘단순부정’이 
된다고 기술하였다. 
  박진경(1999)은 주체의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부정’이고,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그 주체(곧 행동주)의 의지에 의
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의도부정’이라고 보았다. 
  이주행(2017)은 많은 학자들처럼, ‘안’ 부정문은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을 나타
낸다고 제시하였다. 형용사가 서술어 구실을 하는 문장을 ‘안’ 부정법으로 만든 부
정문은 ‘단순부정’을 뜻한다고 하였다. 

(9) 가. 민지는 안 착해요. (단순부정)
    나. 민지는 착하지 않아요. (단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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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서술어 구실을 하는 문장을 ‘안’ 부정법으로 만든 부정문은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을 나타낸다. 다음 (9 가, 나)는 단순부정이나 의도부정을 나타낸다.

(10) 가. 철수가 빵을 안 먹었다.
     나. 철수가 빵을 먹지 않았다. 

  ‘안’ 부정문은 ‘단순부정’이나 ‘의도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주의 능
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서술어를 가진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요컨대, ‘안, -지 않다’의 의미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순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부정’이다. 본고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과 이주행(2017)의 
주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주로 ‘단순부정문’
으로, 동사인 경우에는 ‘단순부정문’과 ‘의도부정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1.3. ‘안’ 부정 표현과 관련 제약

  안’ 부정 표현에는 여러 가지 통사적 제약이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 단
형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안’ 부정문 관련 제약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안’ 부정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주행(2017)은 인지동사인 ‘깨닫다, 생각하다, 알다, 자각하다...’ 등은 ‘안’ 부
정 표현에 쓰이지 못하6)고 ‘못’ 부정 표현에서만 쓰인다고 보았다. 또한 ‘안’부정 
표현은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사용되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관규(2005),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은 ‘안’ 부정은 동작동
사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서술어를 가진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
다고 제시하였다.

(11) 가. *한 시간도 안 견디고 항복했느냐?
     나. *철수는 그 사실을 알지 않는다.

6) 하지만, 감각형용사인 ‘쓰다, 짜다, 시다, 달다, 싱겁다, 뜨겁다, 차다’ 등과 심리형용사인 ‘기쁘
다, 슬프다, 싫다, 밉다’ 등은 ‘안’ 부정 표현에는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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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는 진리를 터득하지 않았다.(고영근·구본관, 2008:340)

  (11)의 ‘견디다, 알다, 터득하다’ 등의 서술어는 동작주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형부정을 쓸 수 없다.
  김진호(2011)에서는 ‘안’ 부정 표현은 문장의 표현 중 문장 종결법에서의 제약
이 나타나며,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부정 표현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시제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이 제약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1) 문장 종결의 제약: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만 사용.
2)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 장형부정의 ‘-않다’에 결합한다. ‘안’ 부정문에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경우, 단형부정에서는 서술어 어간 뒤에 직접 결합하지만, 장형
부정에서는 ‘-지 않다’에 붙는다. 

(12) 가. 오늘 철수가 학교에 *갔지 않다.
     나. 오늘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

3) 서술어의 제약: 단형부정이 장형부정보다 제약이 많다.
 ① 단형부정: 파생어 및 합성어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

(13) 가. 그 여자는 (*안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나. 이 음식이 (*안 맛나다.)/ 맛나지 않다.

 ② 장형부정: 결합하는 용언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견디다, 알다, 깨닫다’ 등
과는 결합할 수 없다.

  최재희(2004), 신지영 외(2012), 구본관 외(2015)도 공통적으로 ‘안’ 부정문은 
서술어가 파생어와 합성어일 때 단형부정문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장형부정문이 주로 쓰인다.

(14) 가. *그는 안 교육자답다. 
     나. *우리는 그를 안 본받을 것이다.(구본과 외, 20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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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심(2010)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는 단형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있다고 하였다. 단형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동사나 형용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휘감다, 설익다, 빗나가다, 얄밉다, 억세다, 짓밟다, 재빠르다 .....’와 같
은 접두 파생어

② ‘기웃거리다, 깜박이다, 정답다, 슬기롭다, 정성스럽다, 공부하다, 통일하
다, 노하다, 약하다, 과분하다....’와 같은 접미 파생어

③ ‘앞서다, 오가다, 굶주리다, 값싸다, 이름나다, 가다듬다, 다다르다 ....’와 
같은 합성어

  위에서 제시한 목록의 단어들은 모두 단형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장형부정문
을 만드는 데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위에서 든 파생용언, 합성용언은 모두 자연
스럽게 장형부정문이 될 수 있다.

(15) 가. 그는 교육자답지 않아.
     나. 너는 어째서 그 분을 본받지 않느냐?

  그런데 같은 합성어이지만, ‘돌아가다, 들어가다, 내려오다, 잡아먹다, 스며들다’
와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동사, ‘전하다, 상하다, 독하다, 연하
다,’와 같은 ‘하다’ 파생어 중의 일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들리다, 웃기다, 맞추
다, 높이다, ....’ 같은 사동사, 피동사는 아무 제약 없이 단형부정문을 이룰 수가 
있다.

(16) 가. 왜 안 들어가지?
     나. 너 그 편지 안 전했구나.
     다.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똑같은 합성어, 파생어이지만 왜 이들 일부 동사, 형용사는 자유롭게 단형부정
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반대로 ‘아름답다, 날카롭다, 
가파르다,....’와 같은 형용사는 파생어라고 하기 어려운 말들인데 단형부정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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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못한다. 그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7) 가. *그 꽃은 안 아름답다.
     나. *그의 질문은 안 날카롭다.

 
  임호빈 외(1997)는 명사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동사는 ‘-하다’ 앞에 ‘안’이 
들어간다. 그리고 명사 뒤에 ‘-을/를’을 넣어 쓸 수도 있다.

(18) 철수는 지금 숙제를 안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안’ 부정 표현 관련 제약이 많이 있다. ‘안’ 부정 표현과 
관련된 제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단형부정은 ‘정답다, 슬기롭다, 정성스럽다’와 같은 파생어와 사용할 수 
없다.

② 단형부정은 ‘앞서다, 오가다, 굶주리다, 값싸다, 이름나다, 가다듬다, 다
르다 ....’ 같은 합성어와 사용할 수 없다.

③ ‘안’ 부정 표현은 사람의 능력과 관계된 동사 ‘견디다, 참다’ 등과는 결  
합할 수 없다.

④ 인지동사인 ‘깨닫다, 생각하다, 알다, 자각하다’ 등은 ‘안’ 부정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안’ 부정 표현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실현된다. 명령문이나 청유문
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다.

⑥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경우, 장형부정에서는 ‘-지 않다’에 붙는다. 

2.2. ‘못’ 부정 표현

  ‘못’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인 ‘못’, 부정 보조용언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부정
문을 만든다(이주행, 2017:323). 즉, 동사나 형용사로 된 문장을 보조적 연결 어
미와 보조용언이 연결된 ‘-지 못하다’와 부사 ‘못’에 의해 부정하는 문장을 ‘못’ 
부정문이라 한다(이영태, 20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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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못’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

  ‘못’은 문장 서술어의 앞에 ‘못’을 사용하거나 서술어 어간 뒤에 ‘-지 못하다’를 
붙여 만든다. 일반적으로 이를 각각 단형부정과 장형부정문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김진호, 2011:322). 
  임호빈 외(1997)는 ‘못’ 부정문과 ‘-지 못하다’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가 아닌 
능력의 부족이나 외적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의 부정이며, 
동작동사와 잘 어울리지만 상태동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백봉자(2003)도 임
호빈 외(1997)에서와 동일하게 ‘-지 못하다’가 동작동사와 어울릴 때는 동작의 
주체인 문장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행위를 하지 못함을 표현
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상태동사와 어울릴 때는 어떤 상태가 화자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못’은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1) ‘못’+ 동작동사
 (19) 가. 친구가 와서 숙제를 못했어요.
     나.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요.
     다. 어제는 시끄러워서 한잠도 못 잤어요.
     라. 그는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마. 동네 청년들이 뛰어 갔지만 도독을 못 잡았다.

2) 동작동사+ ‘-지 못하다’
 (20) 가. 나는 한자가 있는 신문은 읽지 못합니다.
      나. 저 붕어는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이 공장 근로자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라. 나는 옛날의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
      마. 박찬호 선수는 이번에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고 해요.

3) 상태동사+ ‘-지 못하다’ : 일부 상태동사만 결합한다.
 (21) 가. 요즘에는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 많다.
      나. 학생들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다. 언니만큼 나는 성격이 부드럽지 못해요.
      라. 긴장하면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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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남자가 왜 그렇게 씩씩하지 못하니?      

  허용 외(2005)는 서술어가 ‘제언(체언)+이다’로 된 문장이나 형용사의 부정에
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22 가, 나)처럼 말하는 이의 기대에 못 미친
다는 의미로 일부 형용사에 쓰일 수 있다.
      

(22) 가. *민수는 학생이지 못하다.
      나. *민수는 작지 못하다.
      다. 민수는 똑똑하지 못하다.
      라.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 못하다.

  김종록(2010), 이주행(2017)에서는, ‘못’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동’을 나타내
지 않는 ‘형용사’나 ‘이다’와는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
하였다.
                              

(23) 가. *영희는 (못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나. *영수는 (못 대학생이다, 대학생이지 못하다.)

  그러나 ‘깨끗하다, 검소하다, 다양하다, 독실하다, 똑똑하다, 만족하다, 민감하다, 
부유하다, 공평하다, 상냥하다, 자신만만하다, 자상하다, 청렴하다, 결백하다7)’ 등
과 같이 ‘하다’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긍정적’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는 ‘못’에 
의해 부정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못’과 함께 쓰이면, ‘그와 같은 긍정적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이들은 항상 ‘장형부정’ 형태로만 쓰일 수 있
다.

(24) 가. 그는 생활이 (검소하지 못하다, *못 검소하다.)
     나. 영수는 성격이 (자상하지 못하다, *못 자상하다.)

  이영태(2003)는 ‘못’ 부정 표현은 ‘명사+하다’로 된 동사에서는 단형부정문으로 

7) ‘현명하다, 넉넉하다, 신선하다, 만족하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원만하다, 풍부하다, 좋다, 미덥
다, 마땅하다’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못’ 부정 표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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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다. 

 (25) 가. 오늘 나 공부 못 해.
      나. *오늘 나 못 공부해.

  ‘못’은 동사에만 쓰이고, 형용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8).

(26) 가. 운동장이 안 넓다.
     나. *운동장이 못 넓다. 

 
  학자마다 ‘못’ 부정 표현의 특징을 제시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 
재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① 부정부사인 ‘못’, 보조용언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② 서술어 앞에 ‘못’을 사용하거나 서술어 어간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
할 수 있다.

③ 동작동사와는 잘 어울리지만 상태동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태동사와 어울릴 때는 어떤 상태가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
낸다.

④ 부정부사인 ‘못’을 사용하면 ‘단형부정문’이고 부정 보조용언 ‘-지 못하
다’를 사용하면 ‘장형부정문’이다.

⑤ ‘못’ 부정 표현은 ‘명사+하다’ 된 동사에서는 단형부정문을 쓸 수 없다.

 2.2.2. ‘못’ 부정 표현의 의미적 특징

  ‘못’/‘-지 못하다’의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능력부정’, ‘평가부정’, ‘타의부정’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못’/‘-지 못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허용 외(2005), 최재희(2014), 이규호(2010), 신지영 외(2012), 김종록(2011)
임호빈 외(1997)는 공통적으로 ‘못’/‘-지 못하다’의 의미를 능력부정이라 칭하였

8) ‘못’ 부정 표현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에 쓰인다. 형용사에는 못 쓰인다.
예) *매 맞지 못하다.  *나쁘지 못 하다. *망하지 못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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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영근·구본관(2008), 이주행(2017)은 ‘못’ 부정문을 ‘능력부정’과 ‘타의부정’
으로 기술하였다. 
  ‘못’ 부정문은 ‘능력부정’과 ‘타의부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화자가 능력이 없거
나 외부적 이유나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주행, 2017:234).

(27) 가. 나는 그 문제를 못 풀었어. (능력부정)
     나.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나는 너와 결혼하지 못해. (타의부정)

  이창용(1990)과 박진경(1999)에서는 ‘못’ 부정문의 의미를 ‘능력부정’과 ‘평가
부정’이라 하였다. 동작동사에 쓰이면 ‘능력부정’이 되고 ‘능력성’을 찾을 수 없는 
과정동사나 상태동사에 쓰이면 ‘평가부정’이 된다. 

(28)  평가부정: 가. 이방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창용, 1990:21)
                나.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하다. (이창용, 1990:21)
(29)  능력부정: 가. 영희는 학교에 못 갔다. (박진경, 1999:37)
                나. 영희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박진경, 1999:37)

  (28가, 28나)에서 ‘깨끗하다, 좋다’는 의도나 능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동사로서 능력부정이 될 수 없고 어떤 선호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못’의 의미를 ‘평가부정’이라고 한다. (29가, 29나)의 동사 ‘가다’는 
주체의 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지영(2008)은 ‘못’ 부정문의 의미는 ‘불능’, ‘불가능’, ‘불급’ 세 가지로 제시하
였다. ‘불능’의 의미 기능을 ‘능력의 부재’로 제시하였다. 

(30) 철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동생에게 수학을 (못 가르친다, 가르치지 못 한다.)

  ‘불능’은 ‘능력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명제의 주어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과 관련되는 것이다. ‘못’부정문의 의미 기능은 단형과 장
형부정문에 모두 적용된다. (30)은 주어 ‘철수’가 자신이 아는 것이 없어서 동생
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없는 ‘능력부정’이다. 
  ‘불가능성’의 의미 기능을 ‘외부 요소의 존재’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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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날씨가 너무 추워서 등산은 (못 갈 거야, 가지 못할 거야.)

  ‘불가능성’은 ‘가능성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서 해당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
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과 관련되는 것이다. (31)는 주어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등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운 날씨’가 ‘할 수 없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불급’의 의미 기능을 ‘어떤 대상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로 제시하였다.

 (32) 이 방은 깨끗하지 못하다. 

  (32)은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부정소 ‘못’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부정부사 ‘못’
이 ‘불급’의 의미를 가질 때는 ‘못’은 형용사와 결합되고 반드시 형용사에 후행하
여 장형부정문만 이룬다.
  학자마다 ‘못’/‘-지 못하다’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못’/‘-
지 못하다’ 부정문은 ‘능력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되, 고영근·구본관(2008)과 이주행(2017)의 논의를 
바탕으로 ‘못’/‘-지 못하다’의 의미를 ‘능력부정’과 ‘타의부정’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이때 ‘능력부정’이란 화자가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며, ‘타의부정’은 외부적 이
유나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2.2.3. ‘못’ 부정 표현 관련 제약

  ‘못’ 부정 표현 관련 제약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김진
호(2011)는 ‘못’ 부정 표현은 여기 ‘안’ 부정 표현과 동일하게 문장 종결에서 제
약 나타나며, 서술어의 결합 제약,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제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장 종결의 제약: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 장형부정의 ‘-못하다’에 결합하다. ‘못’ 부정문에 시
제 선어말어미가 올 경우, 단형부정에서는 서술어 어간 뒤에 직접 결합하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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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정에서는 (33)과 같이 ‘-못하다’에 붙는다. 

(33) 가. *철수는 어제 영희를 만났지 못하다.
     나. 철수는 어제 영희를 만나지 못했다.

3) 서술어의 제약: 동사와만 결합이 자유로우나 몇몇 예외 상황이 있다. 

(34) 가. *대학교가 못 넓다. →  대학교가 넓지 못하다.
     나. *철수를 못 모른다./*모르지 못하다.

  (34)에서처럼 형용사가 ‘못’ 부정 표현과의 결합은 장형부정에서만 가능하고 그 
의미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할 때만 가능하다. (34가)에서는 대학교
가 꽤 넓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임에 반해, 
비록 동사와 결합되었지만 ‘모르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의 결합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남기심(2010), 고영근·구본관(2008), 신지영 외(2012)는, 김진호(2011)에서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못’이 형용사와 결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형용사가 드러
내는 상태성을 화자가 하고자 하는 능력과 관계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이다. 다만, ‘넉넉하다, 우수하다, 만족하다, 풍부
하다, 넓다, 크다, 좋다’와 같이 바람직한 상황을 의미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는 능력이나 상황이 기대나 기준만큼 되지 않아서 부족하거나 아쉽다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장형부정문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35) 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 넉넉해서)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나. 요즈음은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못 좋습니다.)

  고영근·구본관(2008)은 ‘참다, 견디다’와 같이 화자의 의지로 조절이 가능한 경
우는 ‘못’ 부정 표현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6) 국민들은 더 이상 독재자의 횡포를 (참지, 견디지 못했다.) 

  이주행(2017)은 과정동사인 ‘끓다, 마르다’ 등은 ‘못’ 부정 표현으로 쓰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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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런데 이것들은 ‘안’ 부정 표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9).

(37) 가. *물이 못 끓는다./끓지 못한다.
     나. *빨래가 못 마른다./ 마르지 못한다.
     다. 물이 안 끓는다./ 끓지 않는다.
     라. 빨래가 안 마른다./마르지 않는다.

  위에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한 ‘못’부정문에 의한 제약은 문장 종결의 제약, 연결
어미 및 서술어의 제약,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못’ 부정문 관
련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의 능력 의미를 가진 형용사(똑똑하다, 좋다...)가 서술어인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경우, 장형부정에서는 ‘-못하다’에 붙는다. 
③ ‘못’ 부정 표현은 과정동사인 ‘끓다, 마르다’ 등과 사용할 수 없다.
④ ‘못’ 부정 표현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3. ‘말다’ 부정 표현 

  ‘말다’ 부정 표현은 부정 보조용언 ‘-지 말다’로 부정문을 만든다. ‘말다’ 부정 
표현은 ‘안’ 부정 표현이나 ‘못’ 부정 표현과 달리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실현된다. 
그러나 ‘안’ 부정 표현과 ‘못’ 부정 표현처럼 평서문이나 의문문에는 실현되지 못
한다. ‘금지’ 또는 ‘바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말다’가 쓰인다. ‘말다’는 항상 
동사의 뒤에 놓이며, ‘-지 말다’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장형부정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말다’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 

  김종록(2011)에 따르면 ‘말다’ 부정 표현은 서술어의 어간에 ‘-지’를 붙이고 그 
뒤에 ‘말-’을 쓰인다.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한다. ‘말다’ 부정 표현은 항상 동사
9) 하지만 인지동사인 ‘기억하다, 깨닫다, 생각하다, 알다, 자각하다’ 등은 ‘못’ 부정 표현에 쓰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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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와 함께 쓰이며, 형용사나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임호빈 외(1997)
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은 ‘-지 말다’로 표현된다. 즉 존대형으로는 ‘동작
동사+ 지 마십시오/-지 맙시다’를 쓰고 하대형으로는 동작동사어간에 ‘-지 말아
라/-지 말아’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38)  가. 너는 서울에 가지 마라./말아라.
      나. 당신은 여기 있지 마십시오.
      다. * 너는 예쁘지 마라.
      라. *너는 죄인이지 마라. (김종록, 2011:316)

  백봉자(2003:31)에서 기술하듯, 청유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작동사에 ‘-지 
맙시다’, ‘-지 말자’를 붙여서 쓴다.

(39) 청유문: 가.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나. 잔디 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다. 남의 흉을 보지 말자.
             마. 낭비와 사치를 하지 말자. (백봉자, 2003:31)

  한편 ‘간섭하다, 감동하다, 강요하다, 거래하다, 걱정하다, 구경하다, 근심하다, 
당황하다, 도망하다, 명령하다, 배웅하다, 상납하다, 수교하다, 탄식하다’ 등의 ‘하
다’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동사’는 ‘간섭하지 말다, 강요하지 말다, 도망하지 말다’
와 같이 ‘하지’가 생략되어 쓰이기도 한다.

(40) 가. 이제 제발 간섭 좀 마세요.
     나. 그만 하면 됐으니까, 강요 좀 말아 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말다’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 본 후 ‘말다’ 부정 표현의 통사
적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말다’는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낼 쓰이며 항상 동사의 뒤에 놓이며, 
‘-지 말다’의 형태를 취한다. 

② 명령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작동사에 ‘-지 마십시오’를 붙여서 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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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라체의 반말 ‘-지 말아라’를 붙여서 쓴다. 
③ 청유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작동사에 ‘-지 맙시다’, ‘-지 말자’를 붙

여서 쓴다.
④ ‘말다’는 항상 ‘동사’나 ‘있다’와 함께 쓰인다.
⑤ ‘하다’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동사’는 ‘하지’가 생략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제 제발 간섭 좀 마세요.)
⑥ ‘말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명령문, 청유문에

만 사용할 수 있다.

2.3.2.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적 특징 

  ‘말다’는 일반적으로 ‘그만두다’, ‘중지하다’, 또는 ‘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
다. 부정 요소로서 ‘말다’는 평서문 부정 요소인 ‘안’과 ‘-지 않다’가 명령문과 청
유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일종의 변이 부정 요소이다(국립국어원, 2011:248). 
‘말다’ 부정 표현은 ‘안’ 부정 표현이나 ‘못’ 부정 표현과 달리 어떤 행위의 ‘금지’
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10)

(41) 가. 케이크를 많이 먹지 마세요.
     나.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김종록(2011)에서는 ‘금지’ 또는 ‘부정적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말다’
가 쓰인다. 이규호(2010)에서는 ‘말다’ 부정 표현은 ‘금지’와 ‘바람’의미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여 ‘금지’의 뜻을 표현한다. 또한 ‘말다’ 부정 표
현은 ‘-기 바라다, -으면 좋겠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여 ‘바람’의 뜻을 표현하기
도 한다.

(42) 가. 더 이상 춥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 약속을 어기지 말기 바란다. 

 

10) ‘말다’와 결합된 명령문과 청유문에 나타나는 ‘-지 말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를 담
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음’의 의미를 갖는 ‘못’과 ‘-지 못하다’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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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 부정 표현은 화자의 바람11)이 들어간 ‘바라다’, ‘희망하다’, ‘원하다’와 같
은 서술어가 사용되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더라도 ‘말다’의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4:642). 남기심(2010)에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데도 ‘말다’가 쓰인다고 제시하였다.

(43) 가. 나는 네가 이곳을 떠나지 (않기, 말기를 바랐다.)
     나. 우리들은 그가 여기 들리지 (않고, 말고) 그대로 갔으면 했다.

  이들 예에서는 ‘말다’가 어느 것이나 쓰일 수 있는데, ‘바라다, 희망하다, 원하
다, 기대하다,....’ 등 바람이나 기대,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이면 명령문이
나 청유문이 아닌 경우에도 ‘말다’가 쓰일 수 있다. (43나)에 ‘말다’가 쓰일 수 있
는 것도 (43나)가 ‘바람’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듯이 ‘말다’의 의미는 ‘안’, ‘못’의 의미와 다르다. ‘평서문, 의문문, 감
탄문’은 ‘안’과 ‘못’ 부정 표현의 전답 구역이며, ‘명령문, 청유문’은 ‘말’ 부정 표현
의 전담 구역인 것이다. 그래서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는 ‘금지’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 경우에는 ‘바람’의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다.

2.3.3. ‘말다’ 부정 표현 관련 제약

  ‘말다’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이 성립되지 않고 장형부정만 성립된다. ‘말다’ 부
정 표현은 ‘안’ 부정 표현과 ‘못’ 부정 표현과 달리 평서문, 의문문에는 실현되지 
못한다. 

(44) 가. ＊현수는 떠들지 말다.(✕)[평서문]
     나. ＊현수는 떠들지 마니? (✕)[의문문]

  김진호(2011:235)에서는 (45)와 같은 예시를 들며, ‘말다’는 형용사나 ‘명사+
이다’ 서술어와는 부정문을 만들 수 없음을 보였다. 

11) 예) 나는 네가 여기에 들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해.
여기에서는 명령문, 청유문이 아니더라도 화자의 바람을 표현하는 ‘원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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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 *키가 크지 마라.
     나. *학생이지 마라.

  김종록(2010)과 이주행(2017)에서는 ‘말다’가 ‘형용사’와도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지만 말아라’의 형태를 취하며, ‘기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46) 가. 이제 제발 날씨가 덥지만 마라.
     나. 거리가 너무 멀지만 마라.
     마. 지금부터는 아프지만 마라.

  또한 ‘말다’ 부정 표현은 (47)과 같이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 
등이 서술어에 붙으며, ‘-지 말다’를 붙여 부정문을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47) 가. *영이야, 사과를 먹었지 마라.
     나. *영이야, 사과를 먹겠지 마라.
     다. *영이야, 사과를 먹더지 마라.

  그런데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으)시-’가 서술어에 붙어 있으면 ‘-지 말다’
는 보통 ‘-지 마세요’ 형태로 나타난다(국립국어원, 2011:249).
    

(48)  아버지, 집으로 가시지 마세요.1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말다’ 부정 표현은 ‘안’과 ‘못’ 부정 표현의 제약처럼 많지 
않다. ‘말다’ 부정 표현과 관련된 제약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형용사’나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다.
② 명령문, 청유문에만 사용된다.
③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 등이 서술어에 붙어 있

으며, ‘-지 말다’를 붙여 부정문을 만들 수 없다.

12) 이때는 예의를 갖추어 명령하거나 금지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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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말다’가 ‘형용사’와도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화자의 기원을 나타낼 
때 ‘말다’ 부정 표현이 실현된다. (지금부터는 아프지만 마라.) 

3. 라오어의 부정 표현
  많은 학자들이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ບ່ໍ’(안)를 써서 부정 표현을 만
든다. 또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ບ່ໍແມ່ນ’(아니다), ‘ບ່ໍຮູ້’(모르다), ‘ບ່ໍທັນ’(아
직 ...지 않다)을 써서 부정 표현을 만든다. 

(49) 가. ລາວບ່ໍແມ່ນຕຳຫລວດ.[라오버맨땀루앋]
        그는/아니에요/ 경찰이
     나. ລາວບ່ໍຮູ້ຂ້ອຍ.[ 라오버후커이]
         그는/ 몰라요/나를
     다. ລາວຍັງບ່ໍທັນແຕ່ງງານເທື່ອ.[라오냥버탄땡으안트아]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요.
     라. ຂ້ອຍບ່ໍຢາກກນິເຂ້ົາ.[커이버약낀카우]
        나는/먹고 싶지 않아요./ 밥을

  그러나 ‘ບ່ໍສາມາດ’(못)과 ‘ຢ່າ’(말다)는 부정 표현 속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ພາ
ສາລາວສຳລັບວທິະຍາໄລວທິະຍາສາດພື້ນຖານ, 2005:36). 다음은 ‘ບ່ໍ’(안), ‘ບ່ໍສາມາດ’(못) 
그리고 ‘ຢ່າ’(말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ບ່ໍ’[bɔɔ] 특징 및 의미

  ‘ບ່ໍ’[bɔɔ] 는 부정어를 만드는 접속어이다(라-한 사전, 2001:656). 라오어 부정
문을 표현할 때 ‘ບ່ໍ’[bɔɔ]가 서술어 앞에 쓰인다. 긍정문에서는 부정부사 ‘ບ່ໍ’[bɔɔ]
를 붙이면 부정문으로 바뀐다(라오어 중급, 2016:40). 즉, ‘ບ່ໍ’[bɔɔ]는 서술어인 
동사와 형용사 앞에 놓여 동사를 부정하는 ‘동사부정’과 형용사를 부정하는 ‘형용
사부정’으로 분류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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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부정

(50)  가. ຂ້ອຍໄປໂຮງຮຽນ. [커이빠이홍히안]
         나는/ 가요/학교에
      →  ຂ້ອຍບ່ໍໄປໂຮງຮຽນ.[커이버빠이홍히안]

  나는/안 가요/ 학교에
      나. ຂ້ອຍດື່ມກາເຟ.[커이듬까페]   

   나는/마셔요/ 커피를
→ ຂ້ອຍບ່ໍດື່ມກາເຟ.[커이버듬까페]

           나는/ 안 마셔요/ 커피를
‚ 형용사부정

(51)  가. ໂຮງຮຽນຫລັງນີ້ງາມ.[홍히안랑니응암]
   학교가/이/아름다워요.

      → ໂຮງຮຽນຫລັງນີ້ບ່ໍງາມ.[홍이안랑니버응암]
         학교가/이/ 안 아름다워요.
      나. ຫ້ອງນອນຫ້ອງນີ້ສະອາດ.[헝넌헝니싸앋]
          방이/ 이/ 깨끗해요.
       → ຫ້ອງນອນຫ້ອງນີ້ບ່ໍສະອາດ.[헝넌헝니버싸앋]

    방이/이/ 깨끗하지 않아요.(ປື້ມແບບຮຽນການຂຽນສຳລັບປກີຽມພາສາລາວ, 
2009:17)

13) 가끔 화자가 상대방에게 결정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 부사 ‘ບ່ໍ’[bɔɔ]를 써서 문장을 표현
하기도 한다.

예) 가: ເຈ້ົາຊໄິປຫລບ່ໍືໄປ?[짜우시빠이르버빠이]
       당신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ບ່ໍ, ຂ້ອຍບໍ່ໄປເດັດຂາດ.[버, 커이버빠이댓캇]
       아니요, 안 갈 거야 / 절대 .
        ເອ,ີ ຊໄິປຢູ່ດອກ.[응, 커이시빠이유덕]
        네,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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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의 특징 및 의미

  라오어는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부정문과 조동사를 붙여서 ‘불가능’을 표현하
는 것이 있다(라오어 중급, 2016:60).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ບ່ໍ’[bɔɔ]부정부사와 조동사 ‘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can)이 결합하며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을 동사 앞에 써서 부정 표현을 만든
다.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할 수 없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다. 

(52) 가.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ຮ້ອງເພັງ.[커이버싸맛헝팽]
        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나. ລາວບ່ໍສາມາດແກ້ບົດເຝກິຫັດນີ້.[라오버싸맛깨봇픅핟니]
        그는 이 문제를 푸르지 못해요.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문어에는 주로 많이 사용된다. 

(53) 가.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ລມືລາວ.[커이버싸맛름라오]
         나는 / 잊지 못해요./ 너를
     나. ຂ້ອຍບ່ໍສາມາດໄປໂຮງຮຽນ.[커이버싸맛빠이홍히안]
         나는 / 못 가요./ 학교에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구어에서 사용할 때는 문장 끝에 ‘ໄດ້’[Dȃi]를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54) 가. ລາວບ່ໍສາມາດຂຽນພາສາລາວໄດ້. [라오버싸맛키안파싸라오다이]
         그는/ 쓰지 못해요./ 라오어를 
    나.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ຂັບລົດໄດ້.[커이버싸맛캅롯다이]
       나는/ 운전하지 못해요. 

  가끔 구어에는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대신에 부정부사 ‘ບ່ໍ’[bɔɔ]와 조동사 
‘ໄດ້’[dȃi](can)를 붙여서 ‘ບ່ໍໄດ້’[bɔɔDai]를 문장 끝에 붙이거나 동사 뒤에 써서 
부정 표현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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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 ລາວໄປບ່ໍໄດ້. [라오빠이버다이]
         그는/ 못 가요
     나.  ຂ້ອຍເວ້ົາພາສາລາວບ່ໍໄດ້.[커이와우파싸라오버다이]
          나는 / 말하지 못해요./ 라오어를 

  
3.3 ‘ຢ່າ’[yàa]의 특징 및 의미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ຢ່າ’[yàa]가 쓰이며, 항상 동사의 앞에 놓인다
(ພາສາລາວສຳລັບຄົນຕ່າງປະເທດເຫລ້ັມ2, 2015:47). 이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
는 조동사로 ‘ຫ້າມ’[Hăam]’이 있는데, 이는 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지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오어 초급, 2016:212).  
  ‘ຢ່າ’[yàa]는 ‘-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금지 표현인데 주로 구어, 문어에서 사용
되고, ‘ຫ້າມ’[Hăam]은 말 그대로 ‘금지’의 의미로서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
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의 상황,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 쓸 수 있다(라오
어 중급, 2016:163).

(56)  가. ຫ້າມສູບຢາ.[함쑵야]
        피우지 마세요/ 담배를
      나. ຫ້າມໃຊ້ສຽງດັງ.[함사이시앙당]
         내지 마세요/ 소리/ 큰
      다. ຢ່າເວ້ົາແນວນ້ັນ.[야와우내우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라. ຢ່າຕັດສ້ັນເກນີໄປ.[야땃싼끄언빠이]
          짜르지 마세요/ 짧게/ 너무 (라오어 초급, 2016: 212)

  이인열(2005)은  ‘ຢ່າ’[yàa], ‘ຫ້າມ’[Hăam]이 금지 명령에 쓰이는 조동사로 동
사 앞에 오면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며, 동작을 금지 시 조동사 
‘ຢ່າ’[yàa]를 사용하며, 정중히 금지를 요구할 때는 ‘ຢ່າ’[yàa]의 앞에 ‘ກະລຸນາ’[galù
unàa]를 사용한다고 정리하였다.

(57) 가. ກະລຸນາຢ່າໄປ.[까루나야빠이]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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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ຢ່າເປັນຫ່ວງ.[야뺀후앙]
        걱정하지 마세요.

  ‘ຫ້າມ’[Hăam]은 ‘금지하다’로 구어체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으며 게시판이나 
공고 등에 잘 사용한다. 

(58) 가. ຫ້າມເຂ້ົາ.[함카우]
         출입금지, 들어가지 마세요.
     나. ຫ້າມຖ່າຍຮູບ.[함타이훕]
        사진금지, 사진을 피우지 마세요.

  ‘ຢ່າ’[yàa]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구어, 문어에서 사용되고, ‘ຫ້າມ’
[Hăam]은 구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게시판, 공고, 공식적인 문서에 많이 쓰인다.

4.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 대조
  앞서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면, 본 절에
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안’ 부정문과 라오어 ‘ບ່ໍ’[bɔɔ] 부정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안’ 부정 표현이 서술어의 앞, 뒤에 위치하며 단형부정과 장형부정
의 유형으로 분류된다면, 라오어 ‘ບ່ໍ’[bɔɔ] 부정문은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면서 단
형부정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어 ‘안’ 부정문과 라오어 ‘ບ່ໍ’[bɔɔ] 부정
문은 동사, 형용사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59) 가. 오늘은 안 추워요.
     나. 오늘은 춥지 않아요. (남기심, 2010:313)
     다. ມື້ນີ້ບ່ໍຫນາວ.[므니버나우]
        오늘은/춥지 않아요.

  둘째, 한국어 ‘안’ 표현은 ‘단순부정’, ‘의도부정’ 의미를 가진다. 주어진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주로 단수부정으로 해석되고 동사인 경우에는 단순부정
과 의도부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라오어 ‘ບ່ໍ’부정문도 비슷하게 단순부정, 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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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미를 가진다. 

(60) 가.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단순부정)
     나. 오늘 학교에 안 간다.(의도부정)(고영근·구본관, 2008:340)
(61) 가. ມື້ນີ້ຝົນບ່ໍຕົກ. [므니폰버똑]
        오늘은/비가/ 안 온다.
     나. ຊອນຊູບ່ໍໄປໂຮງຮຽນ.[철수버빠이홍히안]
        철수는/안 가요/ 학교에 

  셋째, 라오어 ‘ບ່ໍ’[bɔɔ]은 단형부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안’ 부정 표현처럼 제약
이 없다.      
  넷째, 한국어 ‘안’ 부정문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라오
어 ‘ບ່ໍ’[bɔɔ] 부정문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 사용할 수 있고 청유문, 명령문에
도 사용이 가능하다.

(62) 명령문: ບ່ໍກນິເຫລ້ົາເດ.ີ [버낀라오더]
             안 마셔요/ 술을
     청유문: ບ່ໍໄປເນາະ![ 버빠이너]
              안 가자

  다섯째, ‘안’ 부정문은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은 서술어에 
붙이거나 부정용언 ‘-지 않다’에 붙여 쓰인다. 라오어 ‘ບ່ໍ’[bɔɔ] 부정은 과거 시제
를 나타내는 ‘ໄດ້’[Dȃi] 앞에 붙이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ຈະ, ຊ’ິ[jă, sì] 뒤에 붙
여 쓰인다. 
    

(63) 가. 나는 컴퓨터를 안 샀어요.
     나. 내일은 영희가 오지 않겠어요.(국립국어원, 2011:241)
(64) 가. ຂ້ອຍບ່ໍໄດ້ຊື້ຄອມພວິເຕ.ິ[커이버다이쓰컴퓨떠]
         나는/ 안 샀어요/ 컴퓨더를 
     나. ມື້ອື່ນຢອງຮຊິບ່ໍິມາ.[므은영희씨버마]
        내일은/영희가/ 오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못’ 부정문과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을 살펴보면 첫째, ‘못’ 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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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부사인 ‘못’, 부정 보조용언‘-지 못하다’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서
술어의 앞에 ‘못’을 사용하거나 서술어 어간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단형
부정과 장형부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라오어는 한국어처럼 부정부사 ‘못’, 부정 
보조용언 ‘-지 않다’라는 말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ບ່ໍ’[bɔɔ](not) 부정부사와 
조동사 ‘ສາມາດ’[sàa màat](can)을 결합하여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can not)와 
같이 부정 표현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어에서는 당연히 장형부정은 존재하
지 않고, 단형부정만 존재한다.

(65)  가. 나는 약속을 못 시켰어요(지켰어요).
      나.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김종록, 2010:313)
      다.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ຮັກສາສັນຍາ.[커이버싸맛학싸싼냐]
         나는/못 지켰어요/ 약속을

 
  둘째,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못’ 부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작주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 그 행위가 일
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66) 가.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나.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서 거의 먹지 못했어요.(고영근·구본관, 2008:341)
     다.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ຖເືຄື່ອງນີ້ເພາະມັນຫນັກໂພດ.[커이버싸맛트크앙니퍼만낙폿]
        나는/ 못 들겠어요/짐이/이/ 무거워서/ 너무
     라. ລາວບ່ໍສາມາດກນິເພາະວ່າອາຫານເຜັດໂພດ.[라오버싸맛낀퍼와아한펫폿]
        그는/ 못 먹겠어요/ 음식이/ 매워서/ 너무

  셋째, ‘못’ 부정 표현도 ‘안’ 부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단형부정의 용법에 제약 
있지만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없다.
  넷째,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못’ 부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된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못’ 부정 표현은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는 서술어
에 붙이거나 부정 보조용언 ‘-지 않다’에 붙여 쓰인다.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은  과거, 미래 시제와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말다’ 부정문과 라오어 ‘ຢ່າ’[yàa]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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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말다’ 부정문과 라오어 ‘ຢ່າ’[yàa]는 ‘금지’의미를 갖고 있다. ‘말다’는 항
상 동사의 뒤에 놓이며, ‘-지 말다’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라오어 ‘ຢ່າ’[yàa]는 
동사의 앞에 쓰인다. ‘말다’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이 없고 장형부정만 존재하는데, 
반면에 라오어 ‘ຢ່າ’[yàa]는 단형부정만 있고 장형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라오어 ‘ຢ່າ’[yàa]는 한국어 ‘말다’부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명령문이나 청
유문의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서문, 감탄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
나 ‘의문문’에는 사용할 수 있다.14) ‘명령문’의 경우에는 문장 뒤에 ‘ເດ’ີ[dǝǝ]를 붙
이며, ‘청유문’의 경우에는 문장 뒤에 ‘ເທາະ’[tɔɔ]를 붙인다. 

(67) 가. 너는 집에 가지 말아라.
     나. 우리는 집에 가지 맙시다.(남기심·고영근, 2012:379)
     다. ເຈ້ົາຢ່າກັບບ້ານເດ.ີ [짜우야깝반더]
        너는/가지 말아라/집에
     라. ພວກເຮົາຢ່າກັບບ້ານເທາະ![푸악하우야깝반터]
         우리는/ 가지 맙시다/집에

  셋째, 라오어는 ‘금지’ 의미를 가진 ‘ຢ່າ’[yàa]말고 ‘ຫ້າມ’[Hăam]이 있는데, 이는 
명령문에만 사용되고 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ຢ່າ’[yàa]는 ‘-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금지 표현인데, ‘ຫ້າມ’[Hăam]은 말 그대로 
‘금지’의 의미로서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의 
상황,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 쓰인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에서는 ‘금지’의미를 
‘말다’로만 표현하지만, 라오어는 ‘ຢ່າ’[yàa], 아니면 ‘ຫ້າມ’[Hăam]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한국어 ‘말다’ 부정 표현은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 
서술어에 ‘-지 말다’를 붙여 부정문을 만들 수 없다. 라오어 ‘ຢ່າ ’[yàa]도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 서술어에 붙여 표현할 수 없다.

14) ‘ຢ່າ’[yàa]를 의문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간접화법이나 상대방의 말을 다시 확인할 때 사용한
다. 

  예) ເຈ້ົາບອກຂ້ອຍວ່່າຢ່າເຮັດແນວນ້ັນແມ່ນບໍ?[짜우벅커이와야햇내우난맨버]
      당신이/나에게/그렇게 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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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서울대 
한국어
(2016)

1A
(3과)

‘안’: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
∞ 동사 앞에 쓴다.
예) 친구를 안 만나요.
◈‘공부하다, 운동하다’처럼 명사와 ‘-하다’가 결합된 동

III.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 교육 
실태 및 사용 양상 분석

1.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의 실태
 1.1. 라오스 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민현식(2000)에서 교재의 개념을 정의하길,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
친다고 할 때 교재는 이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라고 하였다. 김석기(20
10)도 교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교육 
목표와 내용 및 교수 방법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연재훈(2000)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는 다른 외국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라오스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
를 분석하는 것은 라오스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좋은 시
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
국어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현재 라오스 국내 한
국어학과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교재로는『연세대 한국
어』,『서울대 한국어』,『서강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라오스 내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나타난 부정 표현 교육 내용을 
단원별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안’ 부정 표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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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부정할 때는 그 명사와 ‘-하다’사이에 ‘안’을 쓴다. 
예) 스티븐 씨는 운동 안 해요.

연세대 
한국어
(2007)

없음 없음

서강 
한국어
(2016)

1A
(4과)

‘안’: not
 placed directly before a verb or an adjective, the 
adverb '안' is used to express negation.
★안+ verb: 앤디 씨가 오늘 학교에 안 가요.
★안+ adjective: 날씨가 안 좋아요.
note: for verb that end with ‘-하다’, ‘안’ is placed 
between the noun and ‘-하다’.
★ noun+  안+ 하다: 앤디 씨가 공부 안 해요.

‘-지 
않다’

서울대 
한국어
(2016)

2A
(2과)

받침 X 받침 O
형용사 크다→ 크지 않다. 작다→작지 않다.
동사 가다→ 가지 않다. 먹다→먹지 않다.

앞의 행위나 상태에 대해 부정할 때 쓴다. 
∞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 ‘-지 않다’의 ‘-지’뒤에 조사가 붙어서 뜻을 더 해 줄 
수 있다. 예) 배가 고프지만 그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아
요.

연세대 
한국어
(2013)

1_1
(4과)

‘-지 않다’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at s 
subject's action or state is negative. it is not used for 
imperatives or prepositive. (let's)
에)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Tomorrow I'm not going to school.

서강 
한국어
(2016)

1B
(2과)

‘-지 않다’: to do (not) something
‘지 않다’ is used to make a negative.
There is no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the form 
‘안+ verb/adjective’ and the form 'verb/adjective stem 
+ 지 않아요.’
★ ‘-지 않아요.’ is used with both verbs and adjective. 
the same form is used when the verb/adjective stem 
ends in a consonant or a vowel.
★ [동사] 가다= 가-지 않아요. → 가지 않아요.
★ [형용사] 예쁘다= 예쁘 -지 않아요. → 예쁘지 않아
요.
예) A: 학교에 가요?
    B: 아니요, 학교에 가지 않아요.(=안 가요.)

<표 3> 대학 기관별 교재의 ‘안’과 ‘-지 않다’ 부정 설명 방식
  한국어의 ‘안’ 단형부정과 ‘-지 않다’ 장형부정은 대부분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 42 -

표현 교재 단원 문법 설명 및 제시 방식

‘못’
서울대 
한국어
(2016)

1B
(12과) ‘못A’ ‘안 A/V’

① 할 수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고향에 가요?
    아니요, 못 가요. 일
이 많아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주말에 학교에 가요?
 아니요, 안 가요.

② 동사와 함께 쓴다. 형용사, 동사와 함께 쓴
다.

뒤따르는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동사와 함께 쓴다.  예)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 ‘공부하다, 운동하다’처럼 명사와 ‘-하다’가 결합된 동
사와 함께 쓸 때는 띄어쓰기에 유의한다. 
  예) 스티븐 씨, 어제 유진 씨하고 전화했어요? 
      - 아니요, 전화 못 했어요.
★ ‘못A’과 ‘안 A/V’의 비교

연세대  1_2 This adverb is used in front of an action verb, 

제시되고 있지만, 3개 대학 기관 교재 중 2개 대학 기관 교재에서만 ‘안, -지 않
다’를 둘 다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한국어 1에서는 ‘안’ 단형부정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 단형부정과 ‘-지 않다’ 장형부정은 동사, 형용사가 결합
하며 ‘안’은 동사, 형용사 앞에 쓰이며, ‘-지 않다’는 동사, 형용사 뒤에 쓰인다. 
서울대, 서강대의 교재에서는 ‘안’은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며, ‘공부하다, 운동
하다’처럼 명사와 ‘하다’가 결합된 동사를 부정할 때는 그 명사와 ‘-하다’ 사이에 
‘안’이 쓰인다고 제시하였다. 
  서강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 않다’는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안’
처럼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앞의 
행위나 상태에 대해 부정할 때 사용하며, ‘-지 않다’의 ‘-지’ 뒤에 조사가 붙어서 
뜻을 더 해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 않다’는 
‘명령문, 청유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은 ‘못’과 ‘-지 못하다’
에 대한 제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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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07)

(10과)

meaning 'not being able to' or ' not having the 
capability'.
When used with ‘-하다’ verb, it should be right in 
front of ‘-하다’.
예)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I can't eat spicy food.

서강 
한국어
(2016)

1B 
(6과)

못: can not
The adverb ‘못’ expresses impossibility, strong denial 
or refusal. ‘-지 못하다’ can be used to express the 
same idea as ‘못’
★ ‘못’and ‘-지 못해요.’ are used with verbs. ‘못’ is 
followed by a verb. 
‘-지 못해요’ is added to a verb stem and the same 
form is used whether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r vowel.
note: just as with ‘안’, ‘못’ is located just before the 
verb. however, in the case of verbs using ‘-하다’, ‘못’ 
is placed right before ‘-하다’.
예) A: 공부했어요?
    B: 아니요, 공부 못 했어요.

‘-지 
못하다’

서울대 
한국어
(2016)

없음 없음

연세대 
한국어
(2007)

1_2
(10과)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to mean 'not being able 
to' or 'having no capability of'.
예) 어제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I'm tried because I don't sleep well yesterday.

서강 
한국어
(2016)

없음 없음

<표 4> 대학 기관별 교재의 ‘못’과 ‘-지 못하다’ 부정 설명 방식

  한국어의 ‘못’ 단형부정은 3개 대학 기관 교재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지만 ‘-
지 않다’ 장형부정은 3개 대학 기관 교재 중 1개 대학 기관 교재에서만 교육 내
용을 제시되고 있다.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 못하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할 수 없음’이나 ‘능력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비슷하게 ‘할 수 없음’을 나타낼 사용하며, 
‘공부하다, 운동하다’처럼 명사와 ‘-하다’가 결합된 동사와 함께 쓸 때는 띄어쓰기
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못’과 ‘안’의 비교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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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다’

서울대 
한국어
(2016)

1B
(11과)

받침 × 받침 ○
가다+ -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먹다+ -지 마세요. → 먹
지 마세요.

‘-지 마세요.’: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낼 때 쓴다. 
∞ 동사와 결합한다.

★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지 마십시오’를 사용한다.
  예)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지 마십시오.  

연세대
한국어
(2007)

1_2
(7과)

‘-지 말다’: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form a negation of an imperative (-으십시오) or a 
prepositive (let's -읍시다) sentence.
예)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Don't smoke 
in the building.)

2_2
(8과)

‘-지 말고’: It is used an action verb and it expresses 
not to do something. following clause is often 
imperative sentences like ‘으십시오/ 십시오, -어라/아
라/여라’ or prepositive sentences like ‘읍시다/ㅂ시다, 
-자’.
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들어 와라.
    Don't stand like that and come in.

서강 
한국어
(2016)

1A
(6과)

‘지 마세요’: please do not (something)
‘-지 마세요’ is the negative form of ‘-으세요’, use 
this ending when giving instructions in the form of 
negative requests or commands.
예) 집에 가지 마세요.

<표 5> 대학 기관별 교재의 ‘말다’ 부정 설명 방식

했다. ‘못’은 ‘할 수 없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동사와 함께 쓴다고 설명
하고 있다. ‘안’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형용사, 동사 모두와 함께 
쓴다고 했다. 서강 한국어에서는 ‘못’은 ‘할 수 없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못’은 ‘불가능’이나 ‘강한 거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지 못하다’는 ‘못’
과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말다’에 대한 제시 내용이다.

  한국어의 ‘말다’는 3개 대학 기관 교재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 내용으
로 제시되고 있는 교재별로 ‘말다’에 대한 의미를 비슷하게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다. 그리고 교재들이 ‘말다’는 동사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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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 한국어에서는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지 마십시오’를 사용한다고 제시했다. 
연세대 한국어 초급 단계 교재에서는 ’-지 말고’와 ‘-지 말다’를 제시했다. ‘-지 
말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명령형(-으십시오), 또는 청유형 (-읍시다) 문장
의 부정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 대학 기관별 교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안’과 ‘지 못하다’ 부정을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안’ 부정을 제시하지 않고, 서울대나 서강대 한국어 교재에서
는 ‘-지 못하다’를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어 교재에서 ‘-지 않다’를 제시하며,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에게 ‘-지 않다’를 학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지 않다’를 학습하기 전에 ‘안’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못’ 부정 표현과 관련해서도, ‘못’은 제시하지만 ‘-지 못하다’는 제시하지 않
고 있다. 장형부정 ‘- 지 않다’의 경우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지 못
하다’이 경우 2개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 주
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라오어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오개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안’과 ‘-지 않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하며, ‘못’
과 ‘-지 못하다’는 동사와 결합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결합하지 않는 동사나 형
용사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학습하
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나 형용사를 추가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어 교재들에서 ‘못’과 ‘안’의 차이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만 ‘안’과 ‘못’의 차이를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안’과 ‘못’의 의미 
구별을 어려워하므로 오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과 ‘못’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초·중급 단계에서 모두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학습자의 교육 실태
   
  아래의 내용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중급 학습자
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어 부정 표현 관련 실태이다. 총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
된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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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어 부정 표현은 어렵습니까?’에 대한 응답

초급 중급
1. 한국어 부정 표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른다.

1. 한국어 부정 표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른다.

2. ‘안, 못’ 부정은 의미가 비슷하여 라오
어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다.

2. ‘안, 못’ 부정은 의미가 비슷하여 라오어
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다.

3. 한국어 부정 표현은 복잡하여 사용할 
때마다 틀렸다.

3.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를 자세히 모른
다.

4. 언제 ‘동사’나 ‘형용사’와 사용해야 할
지를 모른다.

4. ‘안, 못’ 단·장형부정을 구별하기가 어렵
다.
5. ‘안, 못’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여 사
용할 때 헷갈린다.

 <표 6> 한국어 부정 표현 어렵다는 이유 조사 결과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부정 표현은 어렵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
으로 ‘어렵다’가 92%, ‘어렵지 않다’가 8%였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대체로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은 어렵다고 응답했고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
는데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초·중급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을 어
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그러나 다시 정리한다면 초·중급 학습자 모두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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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합니까?’에 대한 응답

으로 한국어 부정 표현은 라오어 부정 표현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 또한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이 부족하여 언제, 어떻게 부정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른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
이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안, 
못’ 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며, 단·장형부정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은 ‘필요하다’가 90%, ‘필요하지 않다’가 10%로 나왔다. 학습자들이 한국
어 부정 표현 교육을 더 받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질문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국어 부정 표현을 잘 학습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양한 편이었는데, 상세한 내용
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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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중급
1. 부정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었으
면 좋겠다.

1. 영상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
다.
( 예: 영상에 나오는 부정 표현을 잘라서 
보여 줌)

2. 원어민이나 경험 많이 있는 라오스 선생
님께 배우고 싶다. 2. 한국인과 많이 대화해야 한다.
3. 한국인과 많이 대화해야 한다. 3.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4.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동영상, 한국인 대화 듣기 등)

4.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
어 시켜 피드백을 해 줘야 한다.

5.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가르쳐야 
한다.

5. 부정 표현들의 차이점을 더 설명해야 
한다.

6. 단·장형부정 차이를 가르쳐야 한다. 6. 원어민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7. 쉬운 예문부터 제시해야 한다.
8. 질문과 대답 방식의 대화를 많이 시켜야 
한다.
9. 잘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을 나눠 수
업 진행하는 것이 좋다.

<표 7>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표 7>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 원
어민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업 진
행을 원하며 부정 표현을 유창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부정 표현의 의미와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교수자 인터뷰

  교수들이 학습자에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어떻게 가치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부
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라오스국립대학
교의 한국어학과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수 3명에게 각각 15분 정도의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49 -

번호 성별 나이 교사 경력
LT15) 여 30대 3년
LT2 여 30대 3년
LT3 남 50대 13년

<표 8> 인터뷰 참여한 교수자의 개인 정보

연구자: 한국어 부정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업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
니까?
LT1: 학습자들에게 수업할 때 주로 교재를 많이 해요. 교재에서 제시하는 부정 표현의 
의미를 라오어로 번역 식으로 설명해 주고 라오어의 비슷한 말을 제시해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한 후 부정 표현에 나오는 예문을 만들어 다시 설명해 줘요. 그 다음으
로 교재에 나오는 연습활동을 통해 가르쳐 줘요. 
« ‘못’ 부정을 설명할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은 라오어의 똑같은 의미가 존재해
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을 설명할 때 라오어의 부정 표현 
비슷한 ‘못’으로 번역해 줘도 학습자들이 모두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LT1>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① 부정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② 교사가 생각
했을 때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③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이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로 진
행되었다. 먼저 부정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참여한 세 사람 중 특히 강사 경력 오래되지 않는 교수자 한 명은 부정 
표현 교수 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LT1 교사는 부정 표현을 교육할 때 주로 교
재에서 제시한 내용을 라오어 번역식으로 교수 방법을 위주로 사용하여 부정 표
현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학습자에게 ‘못’ 부정에 대한 의미를 이
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라오어는 ‘못’과 비슷한 말이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학습자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 LT: Lao Teacher(라오인 교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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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LT1: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의 형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해요. 부정 표현은 동사
나 형용사와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요. 
LT2: 어떤 학습자가 ‘-지 않다’와 ‘-지 못하다’에 대한 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
에는 말하기 수업시간에는 부정 표현이 나오는 문장을 말하고 있었는데 ‘-지 않다’ 대
신에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 않다’와 ‘-
지 못하다’에 대한 용법을 다시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잘 설명했지만 막상 쓸 때는 왜 
잘못 말하는지를 자기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LT3: 어떤 학습자는 ‘안’ 부정 표현과 ‘못’ 부정 표현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안’대신에 ‘못’으로 표현하는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LT1, LT2, LT3>

연구자: 한국어 부정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업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
니까?
LT2: 부정 표현을 수업할 때 위주로 교재를 많이 해요. 교재에서 제시하는 부정 표현
의 의미를 라오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교재에 나오는 연습활동을 통해 가르쳐 줘
요. 
  수업할 때 어려운 점은 학습 기간 높은 학습자가 ‘안’과 ‘-지 않다’하고 ‘못’과 ‘-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냐고 물어 봤을 때 설명해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안’과 ‘-지 
않다’는 비슷하고 ‘못’과 ‘-지 못하다’는 비슷하며, ‘-지 않다, -지 못하다’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LT2>   
  LT2 교사도 LT1 교사처럼 번역식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 표현의 의미를 
설명했다. LT2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
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교사는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
지에 대한 응답한 내용이다.

  
  교사 LT1, LT2, LT3의 응답한 내용은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 용법에 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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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합니까?
LT1: 높은 학년 학습자들에게는 ‘안’과 ‘-지 않다’, ‘못’과 ‘-지 못하다’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실제로 한국인들이 쓴 부정 표현 교육을 더 하여 학습
자들이 자연스럽게 부정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T2, LT3: 2학년 이상에서는 ‘안’과 ‘못’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에 대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LT1, LT2, LT3>

못 쓴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부정 표현의 형식이나 ‘안’과 
‘못’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안’과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잘못된 문장을 쓴다. 또한, 학습자가 부정 표현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만 막
상 사용할 때는 혼동되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말하기 연습이나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정 표현을 
올바르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오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LT1, LT2, LT3까지 모두 교수자들이 ‘말다’의 부정 표현보다는 ‘안’
과 ‘못’의 의미 차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안’과 ‘-지 
않다’, ‘못’과 ‘-지 못하다’에 대한 자세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응
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
가 부정 표현에 관한 어려움을 겪는 지점과 교수자가 한국어 부정 표현을 가르칠 
때 겪는 어려운 지점들을 명시화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수집 방법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라오스 학습자의 부정 표현 사
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현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
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2~4학년 학습자 총 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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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설문지 준비

라오스 학습자의 한국어 부정 표현 중 자주 발생하는 오류
를 알아보기 위해서 라오스에 있는 한국어학과의 교수께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면담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원의 교수께서 동남아 학
생들이 부정 표현에 대한 오류를 면담한다. 학습자들의 오
류를 수집해서 설문지를 작성한다.

설문지 검토 및 수정 작성된 설문지를 검증해서 틀리는 부분을 다시 수정한다.
오류 분석 학습자들에게서 발생한 오류를 정리하여 수집한 후 오류 양상별로 나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
급 단계와 중급 단계의 재학생들 대상으로, 등급과 관계 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
일한 선다형 문제를 진행하였다. 로저와 마쉬(Roediger & Marsh, 2005)는 선다
형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검토하는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는 선
다형에서도 시험 효과가 발견됨을 보여주었다(임정만, 2010:38 재인용). 
  본고는 라오스 학습자의 부정 표현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선다형
을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
정 표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지
의 문항을 큰 7항목 36문항으로 나눴다. 이 조사는 주로 ‘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 총 5개 부정 표현 형식으로 포함하고 조사 내용은 부정 
표현의 위치, 의미, 제약에 관한 문제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에게 문제를 푸르기 
전에 연구 대상자 아닌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실험해 본 후에 설문지가 문제가 있
거나 정답이 애매한 것이 있으면 수정했다. 설문지를 보완을 끝나면 실제 연구 대
상자에게 설문지를 나눠 조사 진행하였다. 설문지에서 제목이나 어려운 단어 같은 
것을 라오어로 번역되어 있다. 학습자들에게 선택지에서 추측을 하지 말아 경고하
였다. 
  설문 조사를 끝난 후에 학습자의 오류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오류가 발생한 학습자들에게 면담을 진행했다. 
오류 분석을 끝난 후에 라오스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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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원인 분석 오류 원인 분석은 오류가 발생한 학습자들의 면담을 통해 오류 원인별로 나눈다. 
<표 9>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그림 3> 초급 단계 문제에서 전체 학습자의 정답률과 오답률

3.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 사용 양상 분석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
중급 학습자로 나누며, 선다형 문항지를 통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문
지의 문제는 학습 기간이나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초급 단계의 문제
와 중급 단계의 문제를 제공하였다. 설문지의 초·중급 단계의 문제에서는 부정 표
현의 의미, 제약에 대한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들이고 총 36문항이 있다. 초
급과 중급 단계의 문제 전체적인 정답률과 오답률은 다음과 같았다.

  

  1번부터 36번은 부정 표현의 의미, 위치, 제약에 관한 문제이다. 부정 표현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1~4번,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관한 문제는 5~8번, 
‘못’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관한 문제는 9~12번, 부정 표현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13~18번, 문장종결의 제약에 관한 문제 19~28번, 인지동사 및 과정동사 
제약에 관한 문제는 29~32번, 마지막 33~36번은 파생어 제약에 관한 문제이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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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4번은 ‘안, 못’의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 초급 학습자 대부분은 이해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대한 5~8번은 학습
자가 오류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9~12번은 ‘못/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관한 문제인데 학습자는 ‘못/ ‘-지 못하다’와 일반형용사가 결합할 수 없다는 것
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의 성격, 능력을 가진 형용사(좋다, 활발하다...)’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부정 표현의 의
미에 대한 13~18번에서는 학습자가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19~28번은 초급 학습자
의 오답률은 20번이 다른 문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번 ‘안’ 부정 표현은 
청유문과 사용할 수 없는데 학습자가 ‘안’ 부정 표현은 청유문과 함께 사용한 문
장을 맞는 문장으로 선택하였다. 인지동사와 과정동사 제약 30~32번에서 초급 
학습자의 과정동사 제약은 알고 있지만 인지동사는 ‘안’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
을 몰라서 32번의 오답률이 초급 학습자는 거의 70%로 높게 나타났다. ‘깨닫다, 
알다...’와 같은 인지동사는 학습자 대부분이 ‘못’ 부정 표현과 사용한다는 것을 모
르고 있다. 파생어 제약에 관한 문제는 33~36번인데 초급 학습자의 반오답률에
서 많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서술어가 파생어(자연스럽다, 만족스럽다...)인 경
우는 단형부정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알맞은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초급 학습자들이 문장종결의 제약, ‘안, 못, 말다’의 의미, ‘못/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급 학습자들의 구
체적인 오답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문항 정답률 반오답률 오답률
9) ②,④ ②,① ①,③

16) 9, 10번, 33~36번은 복수 정답(2개)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학습자가 중복 응답하였을 때 정
답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간주하였다. 복수 응답 중 하나만 정답과 해당하며 ‘반오답률’
로 간주하였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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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급 단계 문제에서 전체 학습자의 정답률과 오답률

<그림 4> 초급 단계 문제 전체 오답률 순위  

  <그림 4>를 보면,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부정을 어려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지 않다’와 문장종결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지 못하다’의 의미에 대한 문항인 13번, ‘-지 못하다’와 인지동사 
사용에 대한 32번 문항, ‘-지 말다’와 문장종결 사용에 대한 24번 문항, ‘-지 못
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대한 11, 12번 문항, ‘-지 못하다’와 인지동사 사용에 대
한 30번 문항, ‘-지 않다’의 의미에 대한 18번 문항, 마지막 ‘-지 말다’의 의미에 
대한 16번 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급 학습자들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제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일한 문항에 응답한 중급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오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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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단계 문제는 초급 단계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 1~4번은 부정 표현의 위
치에 대한 문제이고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관한 문제는 5~8번, ‘못’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관한 문제는 9~12번, 부정 표현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1
3~18번, 문장종결의 제약에 관한 문제 19~28번, 인지동사 및 과정동사 제약에 
관한 문제는 29~32번, 마지막 33~36번은 파생어 제약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안, 못’의 위치에 대한 문제 1~4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 못’의 위치에 대한 문제 1~4번은 중급 학습자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대한 문제 5~8번은 중급 학습자는 오답
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못/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관
한 9~12번 중 11, 12번의 오답률은 9, 10번의 오답률보다 더 높았다. 학습자들
이 ‘못/ ‘-지 못하다’와 형용사에 대한 사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13~18번은 중급 학습자가 잘 알고 있었다. 문
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19~28번에서 학습자의 오답률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인지동사(알다, 깨닫다...)와 과정동사(끓다, 마르다...) 제약에 대한 29~32번의 
경우 학습자가 과정동사에 과한 29, 31번은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지동사 제약에 관한 32번의 오답률은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 대부분이 인지동
사를 ‘못’ 부정 표현과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파생어 제약에 관한 문제는 
33~36번인데 중급 학습자의 반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서술어가 파생어인 경우
는 단형부정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모른 학생이 꽤 많이 있다. 학습자들
이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급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보다 오류가 덜 발생하지만 초급 학습자와 공통으로 
‘못/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 및 인지동사, 파생어 제약에 대한 사용을 정확하
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은 더 구체적인 오답률 순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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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1. 다음 중 가장 
알맞은 표현을 고
르십시오.

3) 나는 시골에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서울로 ..........
    ①  안  이사해요.   ② 이사를 안 해요.

4) 어제부터 감기 때문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
     ①  안  운동해요.   ②  운동을 안 해요.

6. 다음 대화에서 
빈 칸에 가장 적절
한 응답을 고르시
오.

29)
  가. 물이 끓었어요?
  나. 아니요,...............
      ① 못 끓었어요.      ② 안 끓었어요.

31)
   가. 빨래가 말랐어요?
   나. 아니요, ...............
      ① 못 말랐어요.      ② 안 말랐어요.

<표 10> ‘안’ 부정 문제

<그림 6> 중급 단계 문제 전체 오답률 순위 
  중급 학습자는 ‘못’ 부정 표현과 ‘사람의 성격, 능력을 가진 형용사(좋다, 활발
하다...)’ 사용에 대한 11, 12번 및 ‘못’ 부정 표현과 인지동사 사용에 대한 32번
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부정 표현에 대한 이해도는 중급 학습자
가 초급 학습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는 ‘-지 못
하다’ 부정에 대한 사용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초·중급 학습자들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3.1. ‘안’과 ‘못’ 부정

 3.1.1. ‘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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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1. 다음 중 가
장 알맞은 표현
을 고르십시오.

1)
단단 씨는 수영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단 씨는 ..........
  ① 못 수영해요.   ② 수영을 못 해요.

2) 길동이는 음악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
  ① 못 노래해요.   ② 노래를 못 해요.

<그림 7> ‘안’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3, 4번은 ‘안’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고 29, 31번은 ‘과정동사’ 제약에 대한 이해 
조사 문제이다. 먼저 3, 4번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단어 앞에 
위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의 간섭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안’의 위치에 이해도 조사를 위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안’의 위치는 초·중급 학습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오답률이 낮게 나왔다. 초급과 중
급 학습자 대부분 ‘안’이 용언 앞에 위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9, 31번의 서술어가 과정동사(끓다, 마르다)일 때는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하
지 못하는데 초급 학습자들이 29번의 오답률이 11%로 낮으며, 31번의 오답률이 
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는 29, 31번의 오답률이 17%와 2
5%로 높지 않았다. 초급 학습자는 ‘과정동사’의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못’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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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잘
못된 문장을 모
두 고르십시오.

9)
①. 나는 김치를 못 먹어요.
②. 옷이 못 비싸요.
③. 그 친구가 술을 못 마셔요.
④. 동생이 못 아파요. 

10)
①. 방학에 고향에 못 가요.
②. 집이 못 좁아요.
③. 집에서 요리를 못 해요. 
④. 빵이 못 작아요.

<표 11> ‘못’ 부정 문제

<그림 8> ‘못’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1, 2번은 ‘못’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9, 10번은 ‘못’부정과 일반형용사 사용
에 대한 문제로, 정답이 2개인 복수 정답 문제이다. 복수 응답 중 하나는 정답에 
해당하고 하나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오답률’로 간주하였다. 먼저 1, 2번은 
‘못’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단어 앞에 위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의 간섭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못’의 위
치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위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못’의 위치는 
‘안’의 위치처럼 초·중급 학습자 모두 오답률이 낮았다. 여기에서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 대부분 ‘안’과 ‘못’이 용언 앞에 위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와 라오어 ‘안, 못’의 위치 차이가 크지만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9, 10번은 ‘못’ 부정과 일반형용사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9번의 경우, 초급 학
습자의 오답률은 6%이고 반오답률은 44%이다. 10번은 오답률과 반오답률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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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2. 다음 중 알
맞은 것을 고르
십시오.

5)  지난주 날씨가 .......... 
① 추웠지 않아요.   ② 춥지 않았어요.  

6)
민수가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
① 하겠지 않아요. ② 하지 않겠어요. 

4. (  )에 들어
갈 표현으로 알
맞은 것을 고르
십시오.

14) 민호 씨는 고향에 가기 싫어서 (  ) .
① 가지 않았어요. ② 가지 못했어요.  ③ 가지 말았어요.

18)
 저는 화장품이 많아서 얼굴 화장을 할 수 있지만, (    ). 이러
한 얼굴을 친구들 이 더 어려보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① 화장을 하지 못해요.  
② 화장을 하지 않아요. 
③ 화장을 하지 말아요.

5. 다음 중 바
른 문장에는 
(O), 바르지 않
은 문장에는 
(X)를 표시하
십시오.

20) 수업에 늦지 않읍시다.  (   )

22) 물을 잠그지 않았어요?  (   )

<표 12> ‘-지 않다’ 부정 문제

각 25%이었다. 중급 학습자의 9, 10번 반오답률은 30%, 31%로 나타나며, 오답
률은 9번은 10%, 10번은 11%로 나타났다. 
  초·중급 학습자가 알맞은 정답인 (9②, ④)의 ‘옷이 못 비싸요’, ‘동생이 못 아파
요’와 (10②, ④)의 ‘집이 못 좁아요.’, ‘빵이 못 작아요.’를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항
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못’ 부정과 일반형용사와의 결합 사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급 학습자가 36명 중 9명, 중급 학습자 
36명 중 4명은 ‘못’ 부정이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아예 모르고 있다. 
  초·중급 학습자들이 ‘못’ 부정을 학습할 때 ‘못’이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다는 것
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왔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문항은 풀이하는 데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못’ 부정의 기본 개념을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지 않다’와 ‘-지 못하다’ 부정

 3.2.1. ‘-지 않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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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 않다’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5, 6번은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대한 문제이다. 14, 18번 문항은 ‘-
지 않다’의 ‘의도부정’에 관한 문제이다. 20, 22 번은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문
제이다. 5, 6번을 살펴보면, 라오어에서 시제를 표현할 때 시제를 나타내는 ‘ບ່ໍໄດ, ້
ຈະ, ຊ’ິ’를 동사 앞에 붙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이 없다.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간 차이 때문에 모국어의 간섭현상이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관한 이해도 조사를 했다. 조
사 결과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 문제에 대해서 초·중급 학습자 모두 정답률
이 꽤 높게 나타났다. 초·중급 학습자 대부분 시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않다, 못하
다’와 결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4, 18번 문항은 ‘의도부정’에 관한 문제인데, 초급 학습자는 14, 18번 문항에
서 50%의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중급 학습자는 ‘의도부정’에 관한 14, 18문항에
서 초급 학습자보다 더 낮은 오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초급학
습자에게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지도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문항인 20, 22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 않
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다’는 청유문, 명령문에만 사용 가능하다. ‘-지 않다’를 문
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 22번의 문항을 제시했다. 
20번은 초급과 중급 학습자 모두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 오답률이 
44%이고, 초급 학습자 오답률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들이 
‘-지 않다’ 부정을 명령문과 청유문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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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3. 다음 중 
잘못된 문
장을 모두 
고르십시오.

11)
①.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②. 외국어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③. 티엔 씨는 오늘 파티에 가지 못해요.
④. 영희는 예쁘지 못해요.

12)
①.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
②. 약속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지 못해요.
③. 철수가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해요.
④. 이 국은 싱겁지 못해요

4. (  )에 
들어갈 표
현으로 알
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한국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        ). 
① 가지 못해요. ② 가지 않아요. ③ 가지 말아요.

15

15) 어젯밤에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열었어요. 저는 피곤하서 자고 싶었지만, 너무 시끄
러워서(   ).
① 잠을 자지 않았어요. 
② 잠을 자지 못했어요. 
③ 잠을 자지 말았어요.

6. 다음 대
화에서 빈 
칸에 가장 
적적한 응
답을 고르
시오.

30)
가. 수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나. 네, 그 때까지 ...............
① 깨닫지 않았어요.     ② 깨닫지 못했어요.

32)
가. 오늘이 시험인 것을 알았어요?
나. 아니요, ...............
① 알지 않았어요.       ② 알지 못했어요.

<표 13> ‘-지 못하다’ 부정 문제(1)

3.2.2. ‘-지 못하다’ 부정

  초·중급 학습자들에게서 ‘-지 못하다’에 대한 의미, 제약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먼저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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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 못하다’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1)
  11, 12번은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대한 문제이고, 13, 15번은 ‘-지 
못하다’의 ‘타의부정’ 의미에 대한 문제, 그리고 30, 32번은 ‘인지동사’의 제약에 
대한 이해 조사 문제이다. 우선 11, 12번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12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못’ 부정 표현은 형용사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형용사를 장형부정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초·중급 학습자의 11, 12번 오답률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보다 오답률은 더 높게 나왔다. 
①, ②, ③ 중 오답인 (11①)의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와 (12①)의 ‘그 친
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를 선택한 오답률은 초·중급 학습자가 올바른 정답
선택인 (11④)의 ‘영희는 예쁘지 못해요.’ (12④)의 ‘이 국은 싱겁지 못해요.’을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11①)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및 (12①)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는 이 모두 문법적으로 적합한 표현인데 학습자
들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초·중급 학습자들이 ‘못’ 부정 표현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 못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못’ 
부정은 ‘사람의 능력, 성격’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
고 있었다.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 두 
표현은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못’은 형용사와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타의부정’의 13, 15번을 살펴보면 중급 학습자의 ‘-지 못하다’의 의미에 대한 
문제의 오답률은 낮아 ‘-지 못하다’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의 13번의 오답률은 69%로 가장 높았다. 13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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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2.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7) 민호 씨는 사과를 ..........
① 먹었지 못해요.  ② 먹지 못했어요.

8)
8). 오늘은 철수가 집에 .......... . 왜냐하면 일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① 가겠지 못해요.  ② 가지 못하겠어요.

5. 다음 중 
바른 문장에
는 (O), 바
르지 않은 
문 장 에 는 
(X)를 표시
하십시오.

19) 수영을 하지 못해라.  (  )
21) 운전을 하지 못하는구나! (  )
23) 이 음식이 매워서 많이 먹지 못해요. (  )

<표 14> ‘-지 못하다’ 부정 문제(2)

‘한국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가지 않아요.’와 ‘가지 말아요.’를 선택
한 오답률이 올바른 정답 (13①)의 ‘가지 못해요.’를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초급 학습자들이 오답을 선택한 이유는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각각
의 부정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 30, 32번은 ‘인지동사’의 제약에 대한 이해 조사 문항이다. 30, 32번 문
항에서 초·중급 학습자 공통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32번 문항의 오답률
은 초급 학습자는 69%로 높았고 중급학습자는 58%로 가장 높았다. 30번 문항의 
오답률은 초급 학습자는 53%로 높았고 중급학습자는 44%로 높았다. 초·중급 학
습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지동사’의 제약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습자 대부분은  ‘인지동사’와 ‘안’ 부정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깨닫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로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 
못하다’의 낮은 오답률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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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 못하다’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2)
  7, 8번은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에 대한 문제이고, 19, 21, 23번은 문장
종결 제약에 대한 문제이다. 초·중급 학습자들 모두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의 제약
에 대한 오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초·중급 학습자 대부분이 시제의 경우에는 반드
시 ‘않다, 못하다’와 결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은 19, 21, 23번을 살펴보면, ‘-지 못하다’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 말다’
는 청유문, 명령문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지 못하다’ 문장 종결의 제약
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 21, 23번의 문항을 제시했다. 오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는 19번 문항에 대해 ‘수영을 하지 못해라.’를 선
택한 오답률이 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23번의 문항의 ‘이 음식이 매워서 
많이 못 먹어요.’를 선택한 오답률이 33%를 나타냈다. 중급 학습자는 19, 21, 23
번 중 19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초·중급 학습자가 19번의 ‘수영을 하지 
못해라.’가 알맞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해라’는 ‘-지 않다’이나 ‘-
지 못하다’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초· 중급 학습자들이 ‘-지 못하다’ 부정을 명령문과 청유문과 사용할 수 없는 것
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이 
결합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가 있고 결합할 수 없는 동사, 형용사도 있다. 또한 
단형부정이 결합할 수 없는 단어이나 장형부정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
서 ‘안, 못, 말다’ 부정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안’ 과 ‘못’ 부정 표
현은 파생어와 결합할 수 있지만 장형부정에만 결합 가능하다. 그 것들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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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내용

7. 다음 문장
에서 알맞은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33)
수미 씨는 거의 매일 수업에 지각해요. 수미 씨는
  (학생답다). 
     ①. 안 학생다워요. ②. 학생답지 않아요.
     ③. 못 학생다워요. ④. 학생답지 못해요.

34)
나는 중간시험에서 한국어 점수를 30점을 받았어요.
  (만족스럽다).
     ①. 안 만족스러워요.        ②. 만족스럽지 않아요.
     ③. 못 만족스러워요.        ④. 만족스럽지 못해요.

35)
우리 마을 한 노인은 늘 낮에도 술을 마셔요. 그 분은 참으로  
(어른답다).
     ①. 안 어른다워요. ②. 어른답지 않아요.
     ③. 못 어른다워요. ④. 어른답지 못해요.

36)
홍길동은 울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 친구의 행동이 
 (자연스럽다).
      ①. 안 자연스러워요.       ②. 자연스럽지 않아요.
      ③. 못 자연스러워요. ④. 자연스럽지 못해요.

<표 15> ‘-지 않다’, ‘-지 못하다’ 부정 문제 (파생어 중심)

<그림 12> ‘-지 않다’, ‘-지 못하다’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답다’ 파생어와 관련된 아래표의 3
3, 35번 문제, ‘-스럽다 ’ 파생어와 관련된 34, 36번 문제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통하여 초급·중급 학습자들이 ‘안, 못’의 단형부정은 ‘파생어’와 결
합하지 못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33~36번의 응답 결
과를 살펴보면 (33②, ④)의 ‘학생답지 않아요.’, ‘학생답지 못해요.’, (3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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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4. (  )에 들
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오늘은 12월 31일이니 집에 (      ) 밤새 친구들하고 파티를 
열고 놀자.
① 들어가지 말고     ② 들어가지 않고   ③ 들어가지 못하고

17)
여러분! 내일은 우리학교의 중간시험이 시작되니(     ).
① 결석하지 않아요. 
② 결석하지 마세요. 
③ 결석하지 못해요.

5. 다음 중 바
른 문장에는 
(O), 바르지 
않은 문장에는 
(X)를 표시하
십시오.

24) 밤늦게 떠들지 말았니? (   )
25) 음악을 크게 듣지 말았어요.(   )
26) 술을 마시지 말자.       (    )
27) 너 그 편지 전하지 말구나! (   )
28) 사진을 찍지 말아요.     (   )

<표 16> ‘-지 말다’ 부정 문제

④)의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35②, ④)의 ‘어른답지 않
아요.’, ‘어른답지 못해요.’, (36②, ④)의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못
해요’를 ②, ④ 정답으로 선택한 초·중급 학습자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초·중
급 학습자가 (33①, ②)의 ‘안 학생다워요.’, ‘학생답지 않아요.’, (34①, ②)의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35①, ②)의 ‘안 어른다워요.’, ‘어른
답지 않아요.’, (36①, ②)의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를 정답
으로 선택한 초·중급 학습자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서술어가 ‘-답다’, ‘-스럽다’ 파생어인 경우는 ‘장형부정’만 가능
한 것을 학습자가 잘 모르고 있었다. 서술어가 ‘파생어’인 경우에도 ‘단형부정’
과 사용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파생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학습자
들이 ‘단·장형부정’을 사용해야 할지 ‘장형부정을 사용해야 할지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오어의 ‘못’ 부정 표현은 ‘파생어’와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파생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못’ 부정 표
현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3.3. ‘-지 말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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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 말다’ 부정 문제의 응답 결과

  16, 17번은 ‘금지’의미에 대한 문항이다. ‘금지’ 의미에 관한 문제 16, 17번을 
살펴보면 중급학습자들은 16번과 17번 문항에서 낮은 오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도 16번 문항에 대한 오답률이 50%로 가장 높으며, 17번의 오답률이 
19%로 낮게 나타났다. 16번 문항에서 오답 ②와 ③을 선택한 비율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 말다’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조사의 결과는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를 아직 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초급 학습자에게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지도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지 말다’의 문장 종결 제약에 대한 24~28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 말다’는 청유문, 명령문에만 사용 가능하다. 반대로 ‘-지 않다, -지 못하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학습자의 ‘-지 말다’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
4~28번까지의 문항을 제시했다. 오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는 24
번의 문항의 ‘밤늦게 떠들지 말았니?’를 선택한 오답률이 67%를 가장 나타났고, 
그 다음은 25번 문항의 오답률이 44%, 27번 문항의 오답률이 33%로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들에게 ‘-지 말다’ 부정은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지 라오스 한국어학과에서 1학년은 라오
어로 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2학년은 연세대 한국어 2부터 공부하여 연세대 한
국어 1에서 제시한 부정 표현의 문장종결 제약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종
결의 제약에 대한 지식을 없는 것을 판단되었다. 그래서 초급 학습자들이 문장종
결의 제약에 대해 학습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 69 -

  중급 학습자의 오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5번의 문항의 ‘음악을 크게 듣지 
말았어요.’를 선택한 오답률이 44%를 가장 나타냈고, 24, 27번 문항의 오답률이 
33%로서 동일하였다.  중급 학습자도 초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지 말다’ 부정
은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24, 25, 27번에
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 말다’ 부정 표현이 평서문, 의문문에서 사용될 경우에 학습자들은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오류를 발생하였지만 중급 학습자의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오류
는 초급 학습자 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이 ‘-지 말다’ 
부정 표현은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
이 결여되어 있었다. 

4. 부정 표현 오류 원인 분석
  학습자 오류 원인 분석을 리차드(Richards, 1971)는 오류를 ‘간섭오류, 언어내
적 오류, 발달 오류’의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코더(Corder, 1974)는 오류 원인
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환경 요소’로 구분했다(최우영, 1997:11).
  허용·김선정(2013)은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언어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오류로 분류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에게 발생하는 오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허용·김
선정(2013) 및 코더(Corder(1974)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부정 표현의 오류 분석을 하였다.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언
어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 학습 환경 요소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서 학습자의 오
류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  ‘안, 못’ 부정의 위치 및 시제 선어말어미의 제약 측
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의 의미, 
인지동사 및 과정동사 제약, 파생어 제약, 문장 종결의 제약, ‘못’과 ‘-지 못하다’ 
사용에 대한 오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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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어 제약 문제>
7.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33) 수미 씨는 거의 매일 수업에 지각해요. 수미 씨는 (학생답다).
  ① 안 학생다워요.   ② 학생답지 않아요.  ③ 못 학생다워요.   ④ 학생답지 못해요.

※ 항목 7의 33번은 파생어 제약에 관한 문제인데 라오스인 초·중급 학습자는 
‘안’에 관한 선택지인 1~4번 문항에서  ①, ②를 정답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그
러나 ‘못’에 관한 선택지가 들어있는 ③, ④는 별로 선택하지 않았다. 

4.1.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라오어는 한국어와 달리 부정 표현이 ‘단형부정’만 존재하고 장형부정은 없다. 
한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 보조용언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가 있다. 그러나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ບ່ໍ’만 존재하며 부정 
보조용언이 없다. 또한, 부정부사 ‘못’과 부정 보조용언 ‘-지 못하다’도 라오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을 표현할 때는 부정부사 ‘ບ່ໍ’와 조동사 ‘ສາມາດ’
를 결합하여 한국어의 ‘못’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것이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
정 표현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
자가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학
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국어를 외국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오류를 발생한 경
우가 있었다. 
  김혜란(2009)은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나 간섭 오류는 언어 간 오류라고 
하였다. 허용·김선정(2013)은 외국어 학습할 때 학습자가 모국어의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 오류는 언어 간 간섭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초급 학
습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초급 학습자는 학습 대상 언어에 대한 언어 체계가 없
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국어 언어 체계를 학습 대상 언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운(Brown 2000)은 제2 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 모국어 간섭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제2 언어 처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학
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언어적 체계는 모국어밖에 없기 때
문이라고 언급하였다(이정의, 2000: 188). 다음은 라오스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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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7> [ 문제33]
연구자: ①, ②번은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학습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맞는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왜냐하면 그는 학생답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오어

로 하면 ‘ຊູມບ່ໍີສົມເປັນນັກຮຽນ.’[수미버쏨뺀낙히안]이에요. 그래서 ‘안 학생다워요, 
학생답지 않아요.’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못 학생다워요, 학생답지 못해요.’는 틀려요?
학습자: 라오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좀 어색해요.

<학습자 817)>

  33번에는 학습자 대부분은 ‘못’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①, ②를 정답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습자들의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를 면담하였는데 면
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대부분 33~36번 문항에서 선택지 ①, ②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원
인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라오어는 한국어와 달리 부정 표현이 ‘ບ່ໍ’하나만 존재
하며, ‘단형부정’으로만 부정을 표현한다. 한국어는 단·장형부정이 있으므로 단형
부정만 사용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다.

예) 가. 수미 씨는 거의 매일 수업에 지각해요. 수미 씨는 학생답지 않아요.
    나. 수미 씨는 거의 매일 수업에 지각해요. 수미 씨는 학생답지 못해요.
    다. ຊູມບ່ໍີສົມເປັນນັກຮຽນ.[쑤미버쏨뺀낙히안]
        쑤미 씨는/ 학생답지 않아요.
    라. *ຊູມບ່ໍີສາມາດສົມເປັນນັກຮຽນ.[쑤미버싸맏쏨뺀낙히안]
         쑤미 씨는/ 학생답지 못해요.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지를 대할 때 머리 속에서 먼저 자기 모국어로 해석해 
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된 것을 선택했고, 모국어 해석한 후 어색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지 문장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답지 못해요’는 라오어로 
표현하지 못해서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초·중급 학습자들에게 발생한 
오류는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문제의 오류 원인을 살펴보면 언어 
17) 학습자의 개인 정보는 1장의 3.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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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문제 20]
연구자: 이 문장은 맞아요?
학습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이 문장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라오어로 해석해서 이상하지 않아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라오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학습자:  ບ່ໍມາຮຽນຊ້າ.(버마히안사)
연구자: ‘안, -지 않다’는 어떤 문장 종결과 결합하는지를 배웠어요?
학습자: 잘 기억하지 않아요. 아마 배웠을지 몰라요.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연구자: 틀려요.

<학습자 2>

<문장종결의 제약 문제>
5. 다음 중 바른 문장에는 (○), 바르지 않은 문장에는 (×)를 표시하십시오.
   20) 수업에 늦지 않읍시다. (     )

※ 20번은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초급 학습자와 중
급 학습자들이 바른 문장으로 표시하여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 간섭에 의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라오어의 ‘ບ່ໍ’는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안/ -지 않다’은 ‘청유문, 명령문’에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
로 인해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발생한 오류는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라오어의 ‘ບ່ໍ’는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안/ -지 않다’는 문장 종결의 제약 있으므로 사용 불가능하다. 

예) 가.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읍시다.
    나. ມື້ອື່ນບ່ໍໄປໂຮງຮຽນເທາະ.[므은버빠이홍히안터]
       내일은/가지 않읍시다./ 학교에

  예문에서 본 듯이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청유문’에는 사용가능하며, 한국어의 
‘안, -지 않다’는 ‘청유문’에 사용하면 비문법인데도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오류를 발생했다. 이 문장은 맞는다고 생각하는 학습자
에게 몇 명을 면담했는데, 응답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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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동사 제약 문제>
6. 다음 대화에서 빈 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십시오.
   32) 가. 오늘이 시험인 것을 알았어요?
       나. 아니요, ...............
       ① 알지 않았어요. ② 알지 못했어요.

※ 항목 6의 32번은 인지동사 제약에 관한 문제인데 라오스인 초·중급 학습자는 
①번 ‘알지 않았어요.’를 정답으로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초급 학습
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오답률이 더 많이 높았다. 

  이 문제에서도 학습자가 모국어로 해석한 후 문제를 풀었다. 문장 종결에 대한 
제약을 잘 모르고 있으며, 모국어의 문법 특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오류를 
발생했다. 

4.2.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류

  한국어는 어휘, 문법 항목 등이 다채로운 탓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어 부정 표현의 경우에도 제약
이나 규칙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 특히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 사용 시 빈번한 오류로 이어진다. 
  김혜란(2009)은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류는 이미 습득한 L2 지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언어내적 오류에 대해서는 L2의 내재적 특
성에 의한 것이고 L2 규칙 적용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내재적 특성
에 의한 오류는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를 말하며, 규칙의 적용 문제
에 관련된 오류는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이나 적용 제한 위반에서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부정 표현이 라오어의 부정 표현에 비교하여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규칙이나 제약이 없으므로 학습자들
은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하거나 표현할 때 부정 표현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게 
사용하여 오류를 발생하게 되었다. 부정 표현의 인지동사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여 
표현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부정 표현은 ‘안’/‘-지 않다’ 및 ‘못/-지 못하다’를 사용할 때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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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문제 32]
연구자: 왜 1번의 ‘알지 않았어요.’를 선택했어요?
학습자: 이것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1번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 왜냐하면, 여기는 ‘몰랐어요.’를 표현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알지 않았어요.’로 

표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2번의 ‘알지 못했어요.’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글쎄요. 둘이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를 하면 어색하

지 않을까요?
<학습자 9>

않다’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도 있고 없는 동사도 있다. ‘못/ -지 못하다’도 마찬
가지로 결합할 수 있는 동사와 없는 동사가 있다. 학습자들이 그것에 대한 제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빈번하게 오류를 발생하였다. ‘안/ -지 않다’ 및 ‘못/ -지 못하
다’ 사용을 조사한 후에 학습자의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사용 이해도 어느 정
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하였다. 면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다.

  4번에서는 학습자가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제약을 고려하여 사용하기가 헷갈
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시험인 것을 알았어요?’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아니
요, 알지 못했어요.’대신에 ‘알지 않았어요.’로 표현했다. ‘모르다’를 표현할 때 ‘알
지 않다’를 대부분 많이 표현한다. 학습자 9는 추가한 내용이 ‘알지 못했어요.’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알았어요.’의 반대말은 ‘몰랐어요’ 이기 때문에 ‘알지 않았어
요.’가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초급 학습자의 오답률은 69%, 중급 학습의 오답률
은 58%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이 문장에서는 ‘알다’를 ‘-지 않다’나 ‘-지 
못하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적절할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된
다.

4.3. 학습 환경의 요소에 의한 오류

  신자영(2009)은 학습 환경의 요소에 의한 오류는 교사의 잘못된 설명, 혹은 교
재에서 단어나 구조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으로 기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
면, 학습 환경의 요소는 교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교재 등에 의해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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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의 의미 문제>
6.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한국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      ).
       ① 가지 못해요.     ② 가지 않아요.     ③ 가지 말아요.

※ ‘-지 못하다’의 ‘타의부정’ 측면에서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오답률은 
많이 높게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가 (13②, ③)을 선택한 오답률은 올바른 정답
선택지인 (13①)보다 더 높았다.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발생한 오류 원인은 ‘언어 간 간섭’, 
‘언어 내 간섭’외의 학습 환경의 요소도 학습자들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 의미 사용에 대한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정 표현의 의미 사용 문항에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원인 중
의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다. 초급 단계 1학년은 라오어
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2학년 이상은 한국 대학 개관 교
재를 사용한다. 현지에 한국어를 잘 아는 라오스인이 많지 않아서 1학년에 사용
하고 있는 교재를 현지 한국어학과의 교수들이 만들었다.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초급 학습자들을 위해 라오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지만, 처음이고 교재 만
든 경험도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 중 빠진 부분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는 
한국어 부정 표현 ‘-지 말다’ 내용이 빠졌다. ‘-지 않다, -지 못하다’에 대한 내
용을 제시했는데 의미보다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18)
   ‘안’ 부정 표현은 ‘단순부정’과 ‘의도부정’, ‘못’ 부정 표현은 ‘능력부정’과 ‘타의
부정’, 그리고 ‘말다’는 ‘금지’의미가 있는데, 학습자의 발생한 오류가 ‘의도부정’, 
‘타의부정’, ‘금지’의미에 대한 오류들이 있다. 특히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
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13번의 오답률이  
더 높았다. 36%는 ‘한국의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가지 않아요.’, 33%는 
‘한국의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가지 말아요.’를 선택했다. 초급 학습자들
은 어떤 부정 표현을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교재에서 부정 표

18) 1학년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지 않다, -지 못하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 않다’ 부정문의 기호이고,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붙어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고 하였다.
   ② ‘-지 못하다’는 부정 보조용언이다.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며, 동사와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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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문제 13]
연구자: 한국어 부정 표현에 대한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학습한 경험이 

있어요?
학습자: 네, 배운 적이 있어요.  
연구자: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는 어떻게 이해해요? 라오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학습자: 한국어 부정 표현을 만들 때‘-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사용해요. ‘-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는 라오어로 ‘່ໍບ່ໍ’(안)예요.
연구자: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어떻게 사용해요?
학습자:  ‘-지 않다’는 형용사와 결합하고, ‘-지 못하다, -지 말다’는 동사와 결합해요.
연구자: 그럼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는 어떻게 달라요?
학습자: ‘-지 않다’는 일반부정문이고 ‘-지 못하다’는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

고, ‘-지 말다’는 ‘의도하지 않음’을 사용해요.
<학습자 3>

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하므로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발생한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로 조사
한 후 학습자를 면담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에서 학습자가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 못하다’의 ‘능력부정’ 의미를 알고 있는데 ‘-지 않다’와 ‘-지 말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에서 나오는 내용은 
‘타의부정’에 대한 문제인데 학습자가 ‘능력부정’만 알고 있고 ‘의도부정’이나 ‘금
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므로 ‘능력부정’이 아니라면 ‘-지 않다’와 ‘-지 
못하다’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학습자의 1번의 오답률이 69%로 나
오고 다른 문항의 오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교재는 아직 온
전하지 못해서 학습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의 나오는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은 ‘못/ -지 못하다’ 문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항목에서 초·
중급 학습자들의 오류를 많이 발생했다. 이 항목 중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문
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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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문제 11]
연구자: ⓶, ⓸번은 틀리는 것이에요?
학습자: 네, 맞아요.
연구자: 왜요?
학습자: ‘못’과 ‘-지 못하다’는 동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자: ‘못’ 부정 표현을 어떻게 학습해 왔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학습자: ‘못’ 부정 표현은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동사와 결합하며 형용사

와 결합하지 못해요.  
연구자: 그럼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이 문장은 틀려요?
학습자: 네, 틀려요. ‘똑똑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연구자: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면 믿어요?
학습자: 그래요? 맞아요? 왜 맞아요?
연구자: ‘똑똑하다, 활발하다...’ 등과 같은 ‘사람의 능력, 성격’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 못하다’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배웠어
요?

학습자: 아뇨, 배운 적이 없어요. 
연구자: 그럼 그런 내용을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학습자: 아뇨, 본 적이 없어요.

<학습자 1>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대한 문제>
3.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을 모두 고르십시오.
   11) 
    ⓵.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⓶. 외국어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⓷. 티엔 씨는 오늘 파티에 가지 못해요.
    ⓸. 영희는  예쁘지 못해요.

※ ‘-지 못하다’와 형용사 사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초. 중급 학습
자가 오답률이 아주 높게 나타냈다. (11①)의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를 선
택한 오답률은 초·중급 학습자가 올바른 정답선택지인 (11④)보다 더 높았다.

  초·중급 학습자들 대부분은 ‘못’ 부정 표현을 형용사와 사용하면 잘못된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에게 이 문항에 대해 물어 봤는데 아래와 같
은 대답을 했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못’ 부정 표현은 ‘사람의 능력, 성격’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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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형용사와는 사용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라오스인 한국어학습자들은 
‘못’ 부정 표현은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 아이는 똑똑하
지 못해요.’,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 두 표현은 올바른 표현인데, 학
습자들은 머릿속에 ‘못’은 형용사와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법하였다. 앞서 교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 못하다’는 ‘사람의 능력, 성격’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어 교재들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
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교사들이 주로 교재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
지 못하다’가 ‘사람의 능력, 성격’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재에서는 ‘못’ 부정 표현의 기본적인 
특징만 제시하며, 교사가 기본 통사적인 특징만 설명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올바르
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발생한 오류는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언어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 학습 환경의 요소에 의한 오류가 있지만, 물론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습득 능력, 연령 등에 의한 오류가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교재 분석, 교수·학습자 인터뷰, 부정 표현 사용 양상 조사를 통해 학습자
들의 발생한 오류 원인은 언어 간 간섭, 언어 내적 간섭, 학습 환경의 요소 세 가
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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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 표현 교육 방안
1.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의 목표

1.1. 부정 표현 교육의 의의

  부정 표현은 일상생활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법 표현이다. 부정하는 것 자체
로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의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부정 표현
은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중 하나이다.
  한국어 부정 표현은 ‘안’과 ‘못’을 사용하는 단형부정, ‘-지 않다’와 ‘-지 못하
다’, 로 표현되는 장형부정과 ‘말다’와 ‘-지 말다’로 표현 되는 장형부정으로 나눠
져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제약 존재한다. 한국어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과 장형부정
은 존재하는데, 이에 반해,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만을 갖고 제약도 없으
며 표현 방식은 단순히 형용사나 동사 앞에 ‘ບ່ໍ’ 또는 미완결 부정소는 ‘ບ່ໍສາມາດ’을 
붙임으로 표현한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차이가 있으므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올바르
게, 자연스럽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
정 표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지 않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급 학습
자들이 중급 학습자보다 부정 표현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부정 표
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므로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구별하
지 못하여 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중급 학습자는 부정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부정 표현의 제약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어의 부정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부정 표현이 많지 않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
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 표현 교육은 필요하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을 잘 파악한다면 한국어의 의사소통을 
능력은 비약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의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 부정 표현 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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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별 부정 표현 교육의 목표

  이 절에서는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부정 표
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 인터뷰와 실험을 통해 초·중급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바탕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의 구체
적 교육 목표를 기술하겠다.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 및 제약
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 하며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
했다. 실험을 통해 초급 학습자들은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지동사, 파생어 제약,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며,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해서도 모른다. 중급에서는 ‘못’ 부정 표현
과 형용사 사용과 인지동사, 파생어 제약에 대한 사용을 어려워하다는 것을 밝혔
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초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보다 오류를 더 많이 범하지
만, 중급 학습자들도 초급 학습자와 같이 비슷한 문항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동사, 파생어 제약에 대한 사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발생
의 원인은 모국어 간섭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른 원인은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
류들이 있다. 민현식(2015)은 외국어 학습 단계에서 모어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
나의 외국어를 학습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지난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라오어 부정 
표현은 단형만 존재하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약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
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제약 사용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이며, ‘못’ 부정 표현
이 형용사와 사용할 수 없다는 학습자의 인식에서 학습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의 의미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각각 항목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였지만 오류에 
따라 교육을 모두 다 제시하지는 않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교육
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여 빈번하게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 표현의 의미를 다시 교육할 필
요가 있다. ‘안, 못, 말다’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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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제시순서
서울대
(2013)

연세대
(2013)

서강대
(2008)

1 ‘안’ ‘-지 않다’ ‘안’
2 ‘-지 말다’ ‘-지 말다’ ‘-지 말다’
3 ‘못’ ‘못’ ‘-지 못하다’
4 ‘-지 않다’ ‘-지 못하다’ ‘못’

<표 17> 대학 기과별의 부정 표현 제시 순서 

할 것이다. 또한 초급 학습자는 부정 표현의 제약에 관한 항목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에서 나오는 제약들이 상당히 복잡한 것들로 초급 수준
에서는 학습하지 않으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부정 표현의 제약은 인지
동사, 과정동사, 파생어 제약과 문장 종결의 제약이 있다. 인지동사, 과정동사, 파
생어 제약이 초급 학습자에게는 학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문장 종결의 제약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에 
대한 학습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부정 표현의 의미,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급 학습자가 발생한 오류는 부정 표현의 제약,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
에 대한 오류이다. 3, 4 학년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의 기본적인 형태나 의미만 이
해하여 넘어가지 말고 부정 표현의 제약까지 학습한다면 한국인처럼 표현 할 수 
있다. 3, 4학년들에게 제약에 대한 교육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급 학습
자들에게는 부정 표현의 제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부정 표현 
교육 목표를 아래에서 제시하겠다.

1.2.1. 초급 단계

  초급 학습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정 표현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습자
의 능력, 문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 학습자 단계에서는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제시한 후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장에서 3개 대학 기관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부정 표현 난이도를 알 
수 있다. 대학 기관별의 부정 표현 제시 순서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개 대학 기관 교재는 각자 제시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
로 ‘안’ 부정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는 ‘-지 말다’ 부정 표현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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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못’ 부정 표현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먼저 제시하는 ‘안’ 부정 표현은 
제일 쉬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지 말다’ 그리고 ‘못’ 부정 표현은 뒤로 보
인다. 박동호(2004)는 초급 단계는 문장 구조, 시제, 기본적인 조사와 어미, 경어
법, 부정 표현, 관형형 등을 학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숙(2003)은 문법을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초급 단계에서는 부정 표현을 학습한다는 것을 적절하고 부정 표현을 학
습할 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위의 <표17>에
서 부정 표현의 제시 순서를 바탕으로 초급 학습자에게 부정 표현의 목표를 선정
하였다. ‘안’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제시하고,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제시하며, 
마지막은 ‘못’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제시하는 목표를 가진다. 고경태(2008)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의미나 기능 중심의 분류 체계를 갖춘 종합적 관점의 교육 문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였다(김재욱, 2009: 76 재인용).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을 제시한 후 학습자들이 학습해 보지 않은 문장 종결의 제약을 
이어서 학습할 것이다. 
  문장 종결의 제약을 연세대 한국어 119)에서 제시하였지만, 학습자들이 연세대 
한국어 1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학습자들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과 문장종결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오류를 발생하므로 문장종결의 제약을 학습하면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초급 학습자 단계에서는 ‘안, 못, 말다’ 의미 학습과 문장종결의 제
약을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부정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안’ 부정 표현은 주어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단순부정’과 주어의 의지나 의
도가 적용하는 ‘의도부정’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급 학습자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안’ 의미를 가르칠 때에는 유사한 라오어의 부정 표현을 번역 
식으로 교육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어의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부정 표현은 
‘-지 말다’이다. ‘말다’ 부정 표현은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어려운 내용
이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못’ 부정 표현의 의미와 헷갈리는 학생이 있
다. 학습자가 ‘말다’에 대한 의미는 잘 아는 학생도 꽤 많이 있고 잘 모르는 학생
도 있다. 그래서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교육이 필요하여 유념해야 하는 내용이
다. 마지막으로 ‘못’ 부정 표현은 화자가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능력부정’과 
19) 연세대 한국어 1-1(2013)에서 제시한 부정 표현의 문장종결 제약은 다음과 같다.

 ‘-지 않다’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at s subject's action or state is 
negative. it is not used for imperatives or prepositive.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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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이유나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타의부정’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못’ 부정 표현의 교육도 ‘안’의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처럼 제시한 후 ‘안, 못’의 의미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안’과 ‘못’ 
부정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헷갈려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학습자에
게 ‘안’과 ‘못’ 부정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방안에
서 언제 ‘안’ 부정을 사용하고 또 언제 ‘못’ 부정을 사용하는지 많은 예문, 연습을 
통하여 강화하면서 교육할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한국어의 ‘안, 못, 말다’를 가르칠 때 한국어와 라오
어의 유사점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안, 못, 말다’의 의미는 라오의 ‘ບ່ໍ’[bɔɔ],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ຢ່າ’[yàa]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런 유사점을 비교하는 방법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부정 표현의 의미를 학습한 후에 이어서 문장 종결의 제약을 
학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 못’ 부정 표현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에는 많이 사용하지만, 청유문과 명령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면
에 ‘말다’ 부정 표현은 ‘명령문, 청유문’에만 많이 사용하고 ‘평서문, 의문문, 감탄
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안, 못’ 부정 표현은 ‘청유문, 명령문’에서 사
용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자 한다. 한편, 라오어의 ‘안’ 부정은 ‘청유문, 
명령문’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하여 모국어처럼 ‘안’ 부
정은 ‘청유문, 명령문’에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막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목표는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초급 학습자들에게 ‘안’, ‘못’, ‘말다’같은 부정 표현들 간의 차이를 학
습시켜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초급 학습자들에게 부정 표현과 문장종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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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급 단계

  앞에서는 초급 학습자에게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초급 학습자는 부정 표현의 의미 및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을 한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중급 학습자에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어떻게 교육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한국어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단·장형부정이 구별, 
‘안’ 부정 표현과 동사 사용에 대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김재욱(2010)은 중급 단계에서
는 문법 형태의 의미와 기능 중심으로 제시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라오스 중급 학
습자는 3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정답률이 높아서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것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은 어떤 동사나 어떤 형용사 사
용하면 적절한지를 그것에 대한 제약들을 학습해 보지 않기 때문에 부정 표현 표
현할 때 자연스럽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다. 중급 단계에서 제약이나 복잡적인 
개념을 제시해 주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
록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교육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라이트브라
운(Lightbown, 1998)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들의 문법 습득 발달 단계상 습
득한 단계가 아닌 문법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혀 쓸모없
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나중에 습득하게 될 문법 항목을 미리 접하는 것이 실
제 습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호정, 2007:328 재인용). 
  다음은 중급 학습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정 표현의 교육 목표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첫 번째, ‘안’ 부정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재들이 ‘안’ 부
정은 동사와 함께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시 문장이 제공되지 않는 실
정이기에, 어떤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못’ 부정 표현이 어떤 상황, 어떤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
는 것이다. ‘못’이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들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못’과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사람의 성격, 능력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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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못’과 형용사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망설임을 제거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못’과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단·장형부정 구별에 대한 학습 내용의 제공이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모국어와 달리 장형부정이 존재하는 한국어 부정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단형부정으로 나오는 문장
들을 제시한 후 장형부정으로 나오는 문장도 충분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먼
저 단·장형부정으로 모두 가능한 예시 문장을 제시하며, 또한 어떤 단어들은 단형
부정과 결합할 수 없는 상황의 예시도 제시해 준다. 학습자들이 단형부정 ‘-지 
않다’의 표현방법이 단형부정보다 길기 때문에 모국어와 비슷한 점은 ‘안’으로 문
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빈번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습자들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
고자 어떤 상황에 단형·장형부정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라오스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목
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
상을 바탕으로 부정 표현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중급 학습자들에게 ‘안, 못’의 단·장형부정을 구별하고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중급 학습자들에게 ‘못’ 부정 표현은 ‘사람의 성격, 능력의 의미를 가
진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켜  ‘못’ 부정 표현과 형용
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급 학습자들에게 ‘안’ 부정 표현은 ‘인지동사’와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2.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

   한국어 부정 표현을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
정 표현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구
체적인 부정 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겠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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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표현 교육 내용은 첫째,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 대응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둘째,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 차이에 대
한 이해 교육 내용이다.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내용은 첫째,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하는 형용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둘째, ‘안’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은 동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마지막 단형부정과 결합하지 않는 단
어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이다. 구체적인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초급 학습자를 위한 부정 표현 교육 내용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능력을 높지 않으므로 모국어와 유사점이나 차이점
을 통해 부정 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와 라오
어의 부정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학습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고 올바
르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2007)에서 언급한 것처
럼 언어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여, 비교 문화적 언어 의식의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김유정(1998)은 성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확정된 상
태라서 교실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은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 때로 방해가 되
기도 한다. 그렇지만 성인 학습자들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인 면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자신의 모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규칙 체계에 대한 연관성을 
밝혀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초급 학습자들에게 두 언어의 간 유
사점, 차이점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 대응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므로 
부정 표현의 의미에 대한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2장에서 두 언어의 부정 표
현을 대조한 결과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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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단순부정) ມື້ນີ້ຝົນບ່ໍຕົກ.[므니폰버똑]        

오늘은/비가/ 안 온다.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의도부정)

 
ຊອນຊູບ່ໍໄປໂຮງຮຽນ.
[철수버빠이홍히안]
  철수는/안 가요/ 학교에

‘못’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능력부정)


ຂ້ອຍບ່ໍສາມາດຖເືຄື່ອງນີ້ເພາະວ່າມັນຫນັກໂພດ..

[커이버싸맛트크앙니퍼와만낙폿]  
나는/ 못 들겠어요/짐이/이/ 무거워서/ 너무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가지 
못해요.
(타의부정)

라. ໄວຮຸ່່ນອາຍຸຕ່ຳກວ່າ18ປີ ບ່ໍສາມາດໄປຮ້ານກນິດື່ມໄດ້.
[와이룬아뉴땀구아18삐버싸맛빠이한낀듬다이]
미성년자들은/ 가지 못해요./ 술집에

‘말
다’ 너는 집에 가지 말아라. ເຈ້ົາຢ່າກັບບ້ານເດີ້.  [짜우야깝반더]

 너는/가지 말아라/집에
<표 18>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 유사점

되었다. 라오스에 있는 한국어학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안, 못, 말다’에 대한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 동안 많이 학습해왔지만 한
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없었고 활용하는 데 어
려움을 겪어왔다. 2장에서 정리한 한국어와 라오의 부정 표현의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언어 간의 부정 표현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를 학습한 데 있어서 이를 활용하
면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가 라오어의 부정 표현과 유
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부터 시작한다면 한국어 부정 표현을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오류발생 현상을 현재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국어
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유사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8>에서 보이듯, 라오어에서는 부정 표현 ‘못’에 해당하는 말이 아예 없
고, 부정부사와 조동사가 결합하여 부정 표현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못’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활용한 교육방
법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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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 가자 청유문: ບ່ໍໄປເນາະ![버빠이너]
       안 가자.                 
      

<표 19> 한국어 ‘안’과 라오어 ‘ບ່ໍ’bɔɔ]의 의미 차이점

2.1.2. 한국어와 라오어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해 교육 내용

1) 한국어 ‘안’과 라오어 ‘ບ່ໍ’[bɔɔ] 문장종결 사용 차이점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한국어 ‘안’ 부정 표현은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
용할 수 없으며 라오어의 ‘ບ່ໍ’[bɔɔ]는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
국어 ‘안’과 라오어 ‘ບ່ໍ’[bɔɔ] 문장 종결 사용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살펴보
고자 한다.

  ‘안’ 부정 표현은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라오어의 ‘ບ່ໍ’[bɔɔ]는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라오스인 학습자
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 부정 표현이 ‘청유문, 명령문’
에 함께 들어가 있는 문항에서 학습자들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한국 대학 기관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의 한국어 1에서 ‘안’ 부정
은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는데 현지 학습자들이 연세대 한
국어 1권을 먼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새대 한국어 2권을 사용하여 학습하
고 있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제시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
전 단계에서 학습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한국어와 라오어의 ‘안’과 문장 종결 
사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게 되었고 ‘안’ 부정 표현과 ‘문장종결’을 사용할 
때 자신의 모국어처럼 표현하는 오류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국어 ‘안’ 부정 표현은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과 ‘라오어
의 ‘ບ່ໍ’[bɔɔ]는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동시에 제시하
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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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ຢ່າ/ຫ້າມເຮັດແບບນີ້ບໍ(ເບາະ)?
[야햇뱁니버]
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표 20> 한국어 ‘말다’와 라오어 ‘ຢ່າ’[yàa]의 차이점

2) 한국어 ‘말다’와 라오어 ‘ຢ່າ’[yàa]의 문장종결 사용 차이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한국어의 ‘말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
이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주로 연세대 교재들인데, 한국어 
1권에서는 ‘말다’는 청유문, 명령문에서만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
시한 것처럼 라오스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은 한국어 2권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리고 라오어의 ‘ຢ່າ’[yàa]’는 
한국어의 ‘말다’와 달리 ‘의문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오어의 ‘ຢ່າ’[yàa]는 <표 18>에 본 듯이 ‘의문문’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상
대방의 말씀을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특히 문어보다 구어에는 ‘ຢ່າ’[yàa]
와 ‘의문문’을 함께 많이 사용한다. 라오어의 ‘ຢ່າ’[yàa]는 한국어의 ‘말다’와 달리 
‘의문문’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보인
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말다’가 의문문과 함께 나타나는 문장을 옳은 문장이라
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의 ‘말다’는 의문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문장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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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한국어 라오어
‘못’ * 노래를 부르지 못하자

*ບ່ໍສາມາດຮ້ອງເພງເທາະ!
[버싸맛헝팽터]
부르지 못하자/ 노래를

<표 21> 한국어 ‘못’와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의 유사점

3) 한국어 ‘못’과 라오어의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의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 유사점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한국어의 ‘못’ 부정 표현은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고 라오어 ‘ບ່ໍສາມາດ’
[bɔɔ sàa màat]도 한국어 ‘못’ 부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유사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학습자들이 ‘못’과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유사점을 모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못’ 부정 표현과 문장종결 사용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이러한 제약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못’과 라오어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사이
에는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사점에 대
한 지도를 활용한다면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어처럼 자연스
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 중급 학습자를 위한 부정 표현 교육 내용

   중급 학습자들은 초급 학습자와 달리 한국어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부
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 절에는 3장의 발생한 오류와 
부정 표현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한 것을 통합하여 중급 학습자들에게 부정 표현
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겠다. 
  3장에서 부정 표현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하냐고 학생들에게 조사했는데 대부
분 더 필용하다고, 단·장형부정의 차이, 부정 표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학
습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김유정(1998)은 문법 항목의 위계를 설정할 때 학습
자의 기대 문법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의 교육을 반영



- 91 -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하는 형용사
사람의 능력 의미를 가진 형용사 똑똑하다. 현명하다, 총명하다...
사람의 성격 의미를 가진 형용사 좋다, 활발하다, 원만하다, 따뜻하다, 신선하

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미덥다....
<표 22>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하는 형용사

하는 것이다20). 학습자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무엇을 먼저 배우고 싶어하는지
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다. 김재욱(2009)은 한국어 문법 내용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3장에서 발생한 오류와 
학습자의 부정 표현의 교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
용을 설정하였다.

2.2.1.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하는 형용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한국어 대학 기관 교재들은 ‘못’ 부정 표현은 ‘동사’와 결합한다고 대부분의 교
재들이 많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못’ 부정 표현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능력 의미에 관한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
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오류발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못’ 부정 표현
과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먼저 ‘못’ 부정 표현과 일반 형용사와 사용 불가능 한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
면 ‘*가방이 못 비싸요.’, ‘*동생이 못 아파요.’ 등을 제시한 후에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제시한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못’과 형용사가 함
께 사용할 수 없다는 망설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다. 앞으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못’ 부정 표현과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정리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
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 김유정(1998)의 문법 항목의 위계를 선정하는 기준은 네 가지가 있다. ① 사용빈도, ② 난이
도, ③ 일반화 가능성, ④ 학습자의 기대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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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안’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학습자들이 ‘안’ 부정 표현을 학습할 때 ‘안’ 부정 표현은 ‘동사’와 ‘형용사’가 결
합한다고 배워 오고 있다. 한국어 교재들이 ‘안’ 부정은 동사와 함께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모든 ‘동사’가 ‘안’ 부정 표현은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인지동
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초·중급 학습자들이 ‘안’ 부정 표현과 ‘인지동사(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자각하
다)’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제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
다. 특히 학습 단계가 높은 3~4학년에서 오답률이 4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선 ‘안’ 부정 표현과 일반동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시한 후 ‘안’ 부정 표현과 ‘인지동사(알다, 깨닫다)’가 결합하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안’ 부정 표현은 어떤 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
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2.2.3. 단형부정과 결합하지 않는 단어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한국어 부정 표현은 단·장형부정이 있는데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만 존
재한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하여 라오스인 학습자가 한국어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장형부정보다 단형부정을 자주 사용한다. 한국 대학 기관 교재에서 단형부정 
‘안’과 장형부정 ‘-지 않다’가 비슷하다고, 또는 단형부정 ‘못’과 장형부정 ‘-지 
못하다’가 비슷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형부정’이 사용될 수 있는 문장과 
‘단형부정’을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오류 없이 자연
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형부정의 제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형부정’만 존재하는 라오어 언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단·장형부정’을 비슷
한 표현이라고 단순하게 제시해 버린다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장형부
정’보다 모국어와 유사한 손쉬운 표현의 ‘단형부정’을 선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장형부정과 결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먼저 제시한 후에 
‘단형부정’과 결합할 수 없는 예시 단어들을 제시한다. 다음은 ‘단형부정’과 결합
할 수 없는 ‘파생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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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파생어
‘-답다’ 어른답다, 학생답다, 신사답다....
‘-스럽다’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만족스럽다, 정성스럽다....

<표 23> 단형부정과 결합하지 않은 파생어

  ‘-답다, -스럽다‘와 같은 파생어들이 ‘안, 못’ 단형부정과 결할 수 없다. 그러나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단형부정’과 그 파생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답으로 
많이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단·장형부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형부정의 제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도가 필요하다.

3.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
   
  이 절에서는 라오스인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안, 못, 말다’ 교육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앞서 3장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7항목 중에서 초급 학습자가 5항
목에서 오류를 범하며, 중급 학습자는 3항목에만 오류를 발생하였다. 초급 학습자
들에게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문제는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파생어 
제약,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사용,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 인지동사 제
약에 대한 것이다. 중급 학습자들에게서 발생한 오류는 주로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오류들이다. 인지동사 제약, 파생어 제약,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에게 발생한 모든 오류를 바탕으로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학습 기간이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적
절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겠다. 앞부분에서는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급 학습자에게는 
부정 표현의 의미와 덜 어려운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겠다. 중급 
학습자는 ‘안, 못’ 부정 표현의 제약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 못, 말다’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TTT 수업 모형과 
PPP 수업 모형을 선정하였다.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안, 못, 말다’ 교육 
방안을 큰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한
국어 부정 표현의 의미 및 문장 종결의 제약 교육, 그리고 PPP 수업 모형을 활용
하여 ‘안, 못’ 부정 표현의 제약 교육이다. TTT 모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
표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모형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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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 못, 말다’ 의미에 대한 교육과 ‘안, 못, 말다’는 문장종결 함께 사용할 때를 
수업 모형으로 하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기 때문
에 TTT 수업 모형은 적절하다. TTT 모형은 일반적으로 과제1(task1)- 교수(te
ach)- 과제2(task2)의 3단계로 진행된다. 과제1은 의사소통적 과제로 학습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이고, 과제2는 과제1을 반복하거나 유사 과제를 제시하여 정확하
게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안, 못’ 부정 표현과 관련된 제약에 대한 교
육을 제시하겠다. PPP 모형은 일반적으로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의 3 단계로 진행된다. PPP 모형은 교사가 문법을 설명해 준 뒤
에 학생이 연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안, 못’을 
학습했을 때는 ‘안’은 ‘인지동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해 보지 않았고, 
‘못’은 ‘사람의 능력, 성격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도 학습한 
경험이 없었다. 또한 ‘안, 못,’ 단형부정은 파생어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도 따로 
배우지 않았으므로 오류를 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PP 수업 모형을 활용
하여 파생어 제약, ‘안’과 동사 사용, ‘못’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진
행하겠다.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은 다시 정리하면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라오어의 ‘안, 못, 말다’의 
의미 및 문장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며, 중급 학습들에게는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안, 못’ 부정 표현과 관련된 제약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고
자 한다. 
  우선 아래에서는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안, 
못, 말다’의 의미 및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한 초급 부정 표현 교육 방안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부정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와 ‘안, 못, 말다’와 문장종결 사용
에 대한 교육에 TTT 수업 모형을 사용한다. TTT 수업 모형은 과제 중심, 의사
소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라오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안, 못, 말다’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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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

교수
⇨

과제2
의사소통과제 제시
학습자 동기 유발 문법 규칙 설명 유사 과제 제시 및 

수행
<그림 14> TTT 모형의 수업 단계

구별하여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안, 못’ 부정문을 
‘청유문, 명령문’과 함께 섞어 사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TTT 수업 
모형을 통해 ‘안, 못, 말다’ 부정문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TTT 
수업 모형 첫 번째 과제 수행 후에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문법을 교수한다.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학습자들은 첫 번째 과제를 반복하거나 유사 과제를 제시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TTT 수업 모형을 보겠다.

  이와 같이 TTT 모형은 먼저 학습자들의 교사에 의해서 설계된 의사소통 과제
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에 오류를 나타내거나 불완전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 
교수 단계에서 교사는 문법 규칙을 교수한다. 이후 학습자들은 두 번째 과제를 통
해 보완된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다시 한 번 목표어를 생산한다.

3.1.1.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교육

   TTT 모형은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못, 말
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교육을 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고 한다. 교수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안, 못, 말다’의 의미 유사점을 제시하고 보완하여 두 번째 과
제는 첫 번째 과제보다 더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를 교육하기 위한 TTT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구성
  학습 대상: 초급 
  학습 내용: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 
  학습 목표: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 구별할 수 있도록 ‘안, 못, 말
다’의미를 제시하여 그 의미들을 라오어로 번역한다. 라오어와 한국어의 부정 표
현 의미 유사점, 차이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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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러분! ‘안, 못, 말다’를 배웠죠? 
 S: 네, 배웠어요. 
 T : ‘안, 못, 말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나요?
 S : ...............................
 T : 잘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그림을 보고 ‘안, 못, 말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교수가 출력한 그림을 들어 보여주면서 질문한다.
T: 이 그림을 보고 ‘안, 못, 말다’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해요?
S: ......................................
          

T: 네, 수미 씨는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말해요?
   린다 씨는 ...............................

S: ................................................
  그림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안, 못, 말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오류가 있으면 교수가 다음 단계를 제시한다.

2. 수업 절차
 1. 과제 1
  : 교수가 학습자에게 그림을 보여 주고 그림을 보고 ‘안, 못, 말다’를 써서 문장
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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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자! 여러분 이제는 ‘안, 못, 말다’ 의미 다시 보세요.
 1. ‘안’의 ‘단순부정’ 및 ‘의도부정’의미를 제시한다. (라오어 설명과 라오어 번역)
* ‘단순부정’은 형용사가 서술어 구실을 하는 문장을 ‘안’ 부정법으로 만든 부정문
은 ‘단순부정’을 뜻한다. 
예) 민지는 안 착해요. / 착하지 않아요. (단순부정)
* ‘의도부정’은 동사가 서술어 구실을 하는 문장을 ‘안’ 부정법으로 만든 부정문은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을 나타낸다. 
예) 현수가 빵을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의도부정)
 2. ‘못’의 ‘능력부정’ 및 ‘타의부정’의미를 제시한다. 
    (라오어 설명과 라오어 번역)
* ‘능력부정’은 화자가 능력 없거나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나는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능력부정)
* ‘타의부정’은 외부적 이유나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나는 너와 결혼하지 못해. (타의부정)
 3. ‘말다’의미는 ‘금지’의미를 갖는다. 라오어의 ‘ຢ່າ’와 비슷하다. 
    (라오어 설명과 라오어 번역)
예) 린다 씨! 내일 학교에 늦게 오지 마세요. 

2. 교수 단계: 
  교수가 ‘안, 못, 말다’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학습자들에게 
발행한 오류가 있다면 고쳐 주는 단계이다. ‘안’의 ‘단순부정’ 및 ‘의도부정’의미를 
설명해 주고 문장을 만들어 준다. 다음은 ‘못’의 ‘능력부정’ 및 ‘타의부정’의미 설
명하여 그 의미들은 ‘안’처럼 라오어로 설명해 준다. 그 다음은 ‘안, 못’ 의미 차이
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준다. 마지막은 ‘말다’의 ‘금지’ 의미가 라오어의 ‘ຢ່າ’ 와 일
치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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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못, 말다’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장 세 개를 만들어 학습자들이 한국
어 라오어로 번역해 보라고 한다.
 가.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아요. (의도부정)
 나.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해요. (타의부정)
 다. 배가 아프니까 학교에 가지 마세요. (금지)

★ 다음 중 바르게 쓴 문장에는 (O), 잘못 쓴 문장에는 (X)를 표시하세요.
1). 오늘 날씨가 못 추워요. (     )
2). 내일은 휴일이니까 학교에 오지 못해요. (      )
3). 민호 씨는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었어요. (       )
4). 라오스의 날씨가 안 더워요. (     )
5).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요. (    )
6). 한국어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해요. (    )

 3. 과제2:
  교수가 ‘안, 못, 말다’가 들어가 있는 연습 문제를 만들어 출력해서 학습자들이 
문제들을 풀도록 한다. 

3.1.2.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문장 종결 제약에 대한 교육

  학습자들이 ‘안, 못’은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 발생한 
오류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학습 환경 요소가 오류발생 원인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안, 못, 말다’는 문장 종결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못, 말다’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안, 못, 말다’ 부정 표
현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겠다.

1. 수업 구성
 학습 대상: 초급
 학습 내용: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 비교 
 학습 목표: 한국어와 라오어의 ‘안, 못, 말다’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
한 차이점을 파악 시킨다. 또한 ‘안, 못’ 은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 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기르며, ‘말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과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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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오늘은 우리 같이 게임을 합시다.
S: .............................
 선생님이 게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A, B팀을 나누어 게임을 시작한다.
T: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 문장 카드 및 대답한 카드를 칠판에다가 붙인다. 
AB 팀 중 누가 정답을 알게 되면 먼저 손들어 말하세요.

1. 저는 학교에 늦게 ............. 오지 마세요.
오지 맙시다.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T: 여러분 한국어의 ‘안, 못, 말다’는 문장 종결 함께 사용할 때는 라오어의 부정
문과 달라요. 라오어의 ‘ບ່ໍ’[bɔɔ]는 ‘청유문, 명령문과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어는 
안 돼요. 다음 예문을 보세요.
예) 
명령문: ບ່ໍດື່ມເຫລ້ົາເດ.ີ[버듬라오더]  
       *술을 마시지 않으세요.  
청유문: ບ່ໍໄປເນາະ.![버빠이너]                 
       * 안 가자

2. 수업 절차
 1. 과제 1: 
  교수가 문장 카드를 만들어 출력하여 칠판에 붙이며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대답
한 카드를 고르도록 한다.

2. 교수 단계: 
  교수가 학습자들에게서 발생한 오류를 고쳐 주고 ‘안, 못, 말다’는 어떤 문장 종
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먼저 라오어의 부정문과 문장 종결 
사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준 후에 한국어의 부정문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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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말다’는  라오어로 ‘ຢ່າ’[yàa] 이에요. 한국어의 ‘말다’는 평서문, 의문
문, 감탄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라오어의 ‘ຢ່າ’[yàa]도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라
오어의 ‘ຢ່າ’[yàa] 는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예문을 보세요.
한국어 
예) *떠들지 말다.(X) [평서문]             
    *떠들지 마니?(X) [의문문]
    *떠들지 말구나(X)[감탄문] 
라오어
예)  ຢ່າ/ຫ້າມຟົດ.(떠들지 말다) [명령문](O)
     ຢ່າ/ຫ້າມຟົດແມ່ນບໍໍ?(떠들지 말지? )[의문문](O)
     ຢ່າ/ຫ້າມຟົດນ້ໍ(떠들지 말구나!) [감탄문] (X)    
★ 마지막 ‘못’은 한국어와 라오의 비슷하다. ‘못’과 라오어의 ‘ບ່ໍສາມາດ’[bɔɔ sàa m
àat]은 ‘청유문’과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예) * 수영을 하지 못합시다. (X) [청유문]         *ບ່ໍສາມາດລອຍນ້ຳເທາະ!(X)

★ 다음 중 바르게 쓴 문장에는 (O), 잘못 쓴 문장에는 (X)를 표시하세요.
1. 운동을 하지 못해라. (   )
2. 우리 모두 학교에 늦게 오지 않읍시다. (   )
3.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
4. 샤모밍 씨 수업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5. 교실에서 영어로 말하지 말아요?
6. 아침에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3. 과제2:
  학습자들이 과제2를 통해서 2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맞
으면 (O), 틀리면(X) 형식으로 연습 문제를 만든다. 출력해서 학습자들에게 나누
어 주고 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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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한 중급 부정 표현 교육 방안

  이 절에서 ‘안, 못,’ 부정 표현 교육은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 둘째 ‘안’ 부정 표현과 동사 사용에 대한 교육, 셋째 
‘안, 못’ 부정 표현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다. 앞서 3장에서 정리한 학습자
의 오류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로 나누어 교육을 한다. 학습자들이 
‘안’은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을 잘 알고 있다, ‘못’은 동사만 결합하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기본적인 ‘안, 못’ 사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안’은 모든 동사와 결합하지는 않고, 또한 ‘못’은 모든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안, 못’을 어떤 동사, 형용사가 결합
할지를 학습하지 않고 ‘안, 못’과 ‘-지 않다, -지 못하다’ 구별도 학습하지 않으므
로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 ‘안’ 부정 표현과 동사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
하였다. 학습자들이 발생한 오류는 학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이
런 오류를 발생하였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안, 못’ 부정 표현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시한 세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PPP 수업 모형은 학습목표를 세분하고, 학습 내용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배열하고, 구어에서 문어로 학습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업활동을 
구성한다. 제시한 세 가지 교육은 처음 ‘안, 못’ 문법 학습을 하는 것처럼 학습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교수 방법이다. 이 
모형은 일반적인 외국어 문법 교육의 모형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라오스인 학습자
들에게도 유효하겠다. PPP 수업 모형은 기존의 문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만을 
제시(presentation)한 뒤에 연습(practice)을 통해 생성(production)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정확성을 강조하고 유창성을 가미하는 교수 방법이다. 다음은 PPP 수업 
모형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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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

연습
⇨

생성
문법 형태의 의미 제시
형태 통사적 규칙 제시 반복 연습 실제적 적용 활동

<그림 15> PPP 모형의 수업 단계
  위 그림에서 제시된 PPP 모형은 교사가 먼저 문법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인 목표 항목을 연습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새로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발화해 보게 하는 것이다.

 3.2.1.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

   학습자들은 ‘못’을 학습했을 때 동사만 사용할 수 있고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
다고 학습해 왔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못’ 부정 표현을 원래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못’은 형용사와도 사용할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자 한
다. PPP 모형을 활용하여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수
업 구성과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업 구성
  학습 대상: 중급
  학습 내용: ‘못’+ 일반형용사
            ‘못’+ 사람의 능력, 성격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똑똑하다, 깨끗하다, 좋다.....)
  학습 목표: 학습자들이 ‘못’과 사람의 능력·성격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바

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수업 절차
 1. 제시: 
  교수가 ‘못’의미나 형태,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다시 복습한 후에 ‘못’과 결합하지 
않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형용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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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의미 다시 복습
T: 여러분 ‘못’은 다 배웠죠? ‘못’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S: ..................................................
T: ‘못’은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어요?
S;.................................................
T: ‘못’은 어떤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못’과 결합하지 않은 일반형용사를 예문을 제시한 후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 
예문을 설명해 준다.)
★ 형태 제시
- ‘못’+ 동사 
예)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간다.
- ‘못’+ 형용사
예) 가방이 못 비싸요./ 비싸지 못해요. (X)      
- 가방이 안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O)
- ‘못’+ 사람의 능력, 성격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똑똑하다, 깨끗하다, 좋다.....)
예)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O)
    *그 친구의 성격은 못 활발해요. (X)
     이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O)
    *이 아이는 못 똑똑해요.(X)

T: 다음 단어 카드를 보고 ‘못’을 사용해서 표현 연습해 보세요.
  (교수가 단어 카드를 들어 질문한다.)

이 단어는 ‘못’과 사용할 수 있어요?
S: 사용할 수 없어요. ‘안’과 사용할 수 있어요.
T: ‘안’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요?
S:............
T: 네, 잘했어요. 다음 카드를 보세요.

이 단어는 ‘못’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비싸다

똑똑하다

2. 연습:
  교수가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제시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못’과 결합
하지 않은 일반형용사,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들로 낱말 카드를 만들어 하나씩 예
시를 만들면서 ‘못’을 사용해 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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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계속 반복한다.)
★ 학습자들이 다 이해했으면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 다음 중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1).
  가. 옷이 못 비싸요.
  나. 동생은 못 예뻐요.
  다. 이 컴퓨터가 좋지 못해요.
  라. 친구가 아프지 못해요.
2). 
 가.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해요.
 나. 이 김치가 맵지 못해요.
 다. 빵이 못 작아요.
 라. 교실이 못 좁아요.
3). 
 가. 그 사람은 성격이 나쁘지 못해요.
 나. 그 친구가 착하지 못해요.
 다. 이 음식은 못 짜요.
 라. 하늘이 못 높아요.

3. 생성:
  교수가 앞서 제시한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알맞은 것을 고르는 연습 문제
를 만들어 출력하고 학습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활용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2.2. ‘안’ 부정 표현과 동사 사용에 대한 교육
   
  ‘안’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올바르게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과 결합하는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동사
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PPP 소업 모형을 활용해서 ‘안’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
는 동사 사용에 대한 교육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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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미 다시 복습
T: 어려분 ‘안’은 다 배웠죠? ‘안’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S: ..................................................
T: ‘안’은 동사와 형용사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안’은 어떤 동사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동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안’과 결합하지 않는 일반동사로 예문을 제시한 후 ‘안’과 결합하는 동사로 예
문을 제시해 준다.)
★ 형태 제시
- ‘안’+ 일반동사 
예) 수미 씨는 학교에 안 간다./ 가지 않아요.
- ‘안’ + 인지동사 (X)
예)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알아요./ 알지 않아요. (X)   
     그 사람은 그 일을 알지 못해요.(O)/ 못 알아요. (O)  

1. 수업 구성
 학습 대상: 중급
 학습 내용: ‘안’+ 일반동사
            ‘안’+ 결합하지 않는 동사(인지동사: 알다, 깨닫다....)
 학습 목표: ‘안’과 결합하는 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를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수업 절차
  1. 제시: 
  교수가 ‘안’의미나 형태, 사용 방법에 대해 다시 복습한 후에 ‘안’과 결합하지 
않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형용사를 제시한다.

2. 연습:
  교수가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제시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안’과 결합
하지 않은 일반동사, ‘안’과 결합하는 동사들을 카드를 만들어 하나씩 들면서 ‘안’
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표현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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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음 단어 카드를 보고 ‘안’을 사용해서 표현 연습해 보세요.
  (교수가 단어 카드를 보여 준다.

이 단어는 ‘안’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s: ..................................................
T: 네, 잘했어요. 다음 카드를 보세요.

이 단어는 ‘안’과 사용할 수 있어요?
S: 사용할 수 없어요. ‘못’과 사용할 수 있어요.
T: ‘못’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요?
S:..............................................
T: 네, 잘했어요. 다음 카드를 보세요.
(계속 반복한다.)
★  ‘안’과 동사 사용에 대한 다음 연습은 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 써서 
대화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카드를 만들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 카드를 보여 주고 학습자가 대화를 완성 한다.)
▶ ‘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 써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가. 나는 학생이었을 때 수업 시간에 항상 졸아서 선생님한테서 야단 맞았   
       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나.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다)
2). 가. 오늘 우리 반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나. 네, 저는 ......................................(알다)
(학습자의 답하는 내용을 칠판에 써 주고 끝나면 알맞은 정답을 알려 준다.)

가다

알다

3. 생성: 
  교수가 앞서 제시한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바르게 쓴 문장에는 (O), 잘못 
쓴 문장에는 (X) 표시하는 형식으로 연습 문제 만들어서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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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바르게 쓴 문장에는 (O), 잘못 쓴 문장에는 (X) 말해 보세요.
1). 영수는 자기 잘못을 안 깨달아요. (    )
2). 철수는 그 사실을 알지 않아요. (   )
3). 나는 그 사건을 못 기억해요. (    )
4).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   )

3.2.3. ‘안, 못’ 부정 표현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교육

  ‘안’ 단형부정과 ‘-지 않다’ 장형부정 의미나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합하여 제시
하였다. ‘-지 못하다’의 의미, 사용 방법은 ‘못’의 의미, 사용 방법과 마찬가로 제
시하였다. 그러나 ‘안, 못’ 단형부정의 제약을 제시하지 않는다. 언제 ‘안, 못’ 단형
부정을 사용해야 할지, ‘-지 않다, -지 못하다’ 장형부정을 사용해야할지를 알아
야 ‘안, 못’ 단형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 장형부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
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는 목적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라오어의 부정문은 
단형부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안’과 ‘-지 않다’는 똑같다고 이해하고 
있어 ‘-지 않다’ 장형부정을 피하고 모국어처럼 단형부정만 사용하는 오류를 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안, 못’ 단형부정의 제약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구성
  학습 대상: 중급
  학습 내용: ‘안, 못’ 단형부정의 제약 
  학습 목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을 구별하여 유창하게 문장을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 절차
  1. 제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안’과 ‘-지 않다’, ‘못’과 ‘-지 못하다’를 통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 먼저 제시하고, ‘안’과 ‘-지 않다’, ‘못’과 ‘-지 못하다’ 통합하여 사용
하지 않는 경우를 뒤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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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안, 못’ 부정문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시한 후에 단형부정의 제약을 제시한
다.
★ ‘안’ 형태 제시
- ‘안, -지 않다’ + 형용사
예) 오늘 날씨가 안 더워요./ 덥지 않아요.
- ‘안, -지 않다’+  동사
예) 수미 씨는 학교에 안 간다./ 가지 않아요.
- ‘안, -지 않다’+ 파생어(-답다, -스럽다....)(X)
예) 1. 수미 씨는 학생이다.  
      수미 씨는 학생답다. → 안 학생답다.(X) →  학생답지 않아요. (O)
   2. 시험 점수가 만족하다.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다. → 안 만족스럽다.(X) → 만족스럽지 않아        
요. (O)
★ ‘못’ 형태 제시
- ‘못, -지 못하다’+  동사
예) 수미 씨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요./ 가지 못해요.
- ‘못, -지 못하다’+ 파생어(-답다, -스럽다....)(X)
예) 1. 수미 씨는 학생이다.  
      수미 씨는 학생답다. → 못 학생답다.(X) →  학생답지 못해요. (O)
    2. 시험 점수가 만족하다.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다. → 못 만족스럽다.(X) → 만족스럽지 못해요. (O)

T: 다음 단어 카드를 보고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교수가 단어 카드를 들어 질문한다.)

이 단어는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s: ..................................................
T: 네, 잘했어요. 다음 카드를 보세요.

가다

2. 연습:
  교수가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제시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이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카드를 만들어 하나씩 제시하면서 ‘안, 못’ 단·장형
부정을 사용하여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09 -

이 단어는 ‘안, 못’과 사용할 수 있어요?
S: 사용할 수 없어요. ‘-지 않다, -지 못하다’와 사용할 수 있어요.
T: ‘-지 않다, -지 못하다’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요?
S:..............................................
T: 네, 잘했어요. 다음 카드를 보세요.
(다양한 단어카드를 보여 주며서 계속 진행한다.
★  위의 연습한 후에 학습자들이 단·장형부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과 단
형부정은 사용할 수 없는 장형부정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자연스럽다

★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린다 씨는 ........학생답지 않아요..........
1). 그 남자의 행동은 ..........................
2). 그들은 .................... . 그래서 그의 행동을 흉보았어요.
3). 그녀는 ..................... .
4). 우리 아들이 매달 시험에 항상 떨려져서  .......................
5). 그 친구의 옷차림이 ................................... .

남자답다        어른답다        자랑스럽다      
자연스럽다      사랑스럽다      학생답다

3. 생성: 
  교수가 앞서 제시한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알맞은 것을 고르는 형식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이해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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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라오스인 학습자가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 
의미적 특징, 쓰임의 제약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명백히 이해하여, 이를 실제 의사소통 시 적
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라오스인 학습자가 자
주 범하는 부정 표현의 오류를 분석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크게 
4가지의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은 단형부정과 장
형부정이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며, 라오어 부정 표현에는 단형부정만 존재
한다. 둘째, 한국어 단형부정은 사용 제약이 있지만 라오어에는 장형부정이 없는 
관계로 단형부정의 사용 제약이 없다. 셋째, 한국어의 ‘안’ 부정은 ‘청유문, 명령
문’에 사용할 수 없지만 라오어의 ‘ບ່ໍ’[bɔɔ]는 ‘청유문, 명령문’에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한국어의 ‘말다’ 부정도 ‘의문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으나, 라오어
의 ‘ຢ່າ’[yàa]는 ‘의문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차이점이 많이 있으며, 유사점도 있다. 한국어
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유사점은 3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어 안’ 부정이 ‘단순
부정’과 ‘의도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라오어 ‘ບ່ໍ’[bɔɔ]도 ‘단순부정’과 ‘의도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한국어 ‘못’ 부정이 ‘능력부정’과 ‘타의부정’의 의미
를 가지듯, 라오어의 ‘ບ່ໍສາມາດ’[bɔɔsàamàat]도 ‘능력부정’과 ‘타의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지 말다’가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라오
어 ‘ຢ່າ’ [yàa]도 ‘금지’를 의미한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은 유
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3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표현 사용 
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2~4학년 
재학생 72명(초급 36명, 중급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 기
간이 길수록 오류 빈도가 점차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초·중급 학습자 모두 ‘안, 
못’ 부정 표현의 사용 제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장형부정을 구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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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학습자의 경우, ‘안, 못’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못’ 부정은 
‘명령문, 청유문’과 사용할 수 없으며 ‘말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제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또한 ‘못’ 부정 표현과 ‘사람의 
성격, 능력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관계, ‘안’ 부정 표현과 인지동사의 관계에 대
한 지식이 특히 부족하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못’ 부정 표현과 형용사의 
관계, ‘안’ 부정 표현과 인지동사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 하였다. 3
장에서 밝혀낸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부정 표현 사용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오
류의 유형을 첫째,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둘째,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류, 
셋째, 학습 환경의 요소에 의한 오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단계별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의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① ‘안’, 
‘못’, ‘말다’ 부정 표현의 의미 차이를 학습하고 이를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
고, ② 문장 종결의 결합을 특히 초점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① ‘안, 못’의 단·장형부정을 구별하여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못’ 부정은 ‘사람의 성격, 능력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못’ 부정과 형용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③ ‘안’ 부정은 ‘인지동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 역시, 초급과 중급 단계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은 첫째, 한국어와 
라오어의 부정 표현의 의미 대응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둘째, 한국어와 라오어
의 부정 표현과 문장 종결 사용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은, 첫
째, 단형부정과 결합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둘째, ‘못’ 부정과 결
합하는 형용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셋째, ‘안’ 부정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각각 PPP 수업 모형과 TTT 수업 모형을 활용
하여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 못, 말다’의 의
미, 문장 종결의 제약에 대한 교육은 TTT 수업 모형을 활용하고,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과 동사에 대한 사용, ‘못’과 형용사에 대한 사용, ‘안, 못’ 단형
부정과 파생어 사용에 대한 교육은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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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니나, 한국어와 라오어의 문법적 차이를 면밀히 살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안, 못, 말다’ 부정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발된 교육 방안의 현장 적용을 포함하여 보다 발
전적인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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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찬사몬입니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하오니 협조 부
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표현에 관한 지식’
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
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ສະບາຍດ!ີ

ຂ້າພະເຈ້ົາຊື່ວ່າ ນາງ ຈັນສະຫມອນ ຈັນທະວົງ ປະບັນຈຸກຳລັງສກຶສາຢູ່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ແຫ່ງ
ຊາດເຊອຸລ, ສາຂາການສດິສອນພາສາເກົາຫລີ ລະດັບປະລນິຍາໂທ. ແບບສອບຖາມນີ້ເຮັດຂຶ້ນມາ 
ເພື່ອສຳຫລວດຄວາມໃຈເຂ້ົາຂອງນັກຮຽນຕ່ໍກັບການນຳໃຊ້ປະໂຫຍກປະຕິເສດຂອງພາສາເກົາຫລີ. 
ທຸກໆຄຳຕອບແລະຄຳເຫັນຂອງທ່ານຈະນຳໃຊ້ເຂ້ົານການເຮັດວິໄຈເທ່ົານ້ັນ, ສ່ວນຂ້ໍມູນສ່ວນຕົວຂອງ
ທ່ານຈະຖກືເກັບໄວ້ເປັນຄວາມລັບ. ຫວັງຢ່າງຍິ່ງວ່າທ່ານຈະສະຫລະເວລາອັນມີຄ່າຂອງທ່ານເພື່ອຕອບ  
ແບບສອບຖາມນີ້ ເພາະທຸກໆຄຳຕອບແລະຄຳຄດິເຫັນຂອງທ່ານຈະເຮັດໃຫ້ບົດວໄິຈນີ້ສົມບູນຂື້ນ.

ຂໍຂອບໃຈ
ວັນທີ ເດອືນ ປີ

성별 (ເພດ) 남 (    ) 여 (    )
학년 (ປຮີຽນ)
나이 (ອາຍຸ)
TOPIK(ລະດ້ບພາສາເກົາຫລ)ີ

개인 정보 (ຂ້ໍມູນສ່ວນຕົວ)

※ 1. 다음 중 가장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단단 씨는 수영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단 씨는 못 수영해요./ 
수영을 못해요.

 부록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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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동이는 음악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못 노래해요./ 노래를 못 
해요.
3) 나는 시골에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서울로 안 이사해요. / 이사를 안 
해요.
4) 어제부터 감기 때문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운동해요./ 운동을 
안 해요.
※ 2.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 지난주 날씨가  추웠지 않아요. /  춥지 않았어요.
6) 민수가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겠지 않
아요./ 하지 않겠어요.
7) 민호 씨는 사과를 먹었지 못해요. / 먹지 못했어요.
8) 오늘은 철수가 집에 가겠지 못해요./ 가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끝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 3.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을 모두 고르십시오.
 
 9) 
   ⓵. 나는 김치를 못 먹어요.
   ⓶. 옷이 못 비싸요.
   ⓷. 그 친구가 술을 못 마셔요.
   ⓸. 동생이 못 아파요. 
10) 
   ⓵. 방학에 고향에 못 가요.
   ⓶. 집이 못 좁아요.
   ⓷. 집에서 요리를 못 해요. 
   ⓸. 빵이 못 작아요.
11) 
   ⓵.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해요.
   ⓶. 외국어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⓷. 티엔 씨는 오늘 파티에 가지 못해요.
   ⓸. 영희는  예쁘지 못해요. 



- 119 -

12) 
   ⓵. 그 친구의 성격은 활발하지 못해요.
   ⓶. 약속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지 못해요.
   ⓷. 철수가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해요.
   ⓸. 이 국은 싱겁지 못해요.
※ 4.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한국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      ).
  ① 가지 못해요.
  ② 가지 않아요.
  ③ 가지 말아요.
14) 민호 씨는 고향에 가기 싫어서 (       ).
  ① 가지 않았어요.
  ② 가지 못했어요.
  ③ 가지 말았어요.
15) 어젯밤이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열
었어요. 저는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    ).  
 
  ① 잠을 자지 않았어요.
  ② 잠을 자지 못했어요.
  ③ 잠을 자지 말았어요.
16) 오늘은 12 월 31이니 집에 (     ) 밤새 친구들하고 파티를 열고 놀자.
  ① 들어가지 말고
  ② 들어가지 않고
  ③ 들어가지 말고
17) 여러분! 내일은 우리 학교의 중간고사가 시작되니 (     ).
  ① 결석하지 않아요.
  ② 결석하지 마세요.
  ③ 결석하지 못해요.
18) 저는 화장품이 많아서 얼굴 화장을 할 수 있지만, (       ). 이러한 얼굴
을 친구들이 더 어려보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① 화장을 하지 못해요.
  ② 화장을 하지 않아요.
  ③ 화장을 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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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중 바른 문장에는 (O), 바르지 않은 문장에는 (X)를 표시하십시
오.
19) 수영을 하지 못해라.    (    )
20) 수업에 늦지 않읍시다.  (    )
21) 운전을 하지 못하는구나! (    )
22) 물을 잠그지 않았어요?   (    )
23) 이 음식이 매워서 많이 못 먹어요. (    )
24) 밤늦게 떠들지 말았니?   (    )
25) 음악을 크게 듣지 말았어요. (    )
26) 술을 마시지 말자.       (    )
27) 너 그 편지 전하지 말구나!   (    )
28) 사진을 찍지 말아요.         (    )
※ 6. 다음 대화에서 빈 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십시오.
29) 가. 물이 끓었어요?
    나. 아니요, ...............
   ①  못 끓었어요. ② 안 끓었어요.
30) 가. 수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자기의 잘못을 몰랐

을까요?
    나. 네, 그 때까지 ...............
   ①  깨닫지 않았어요. ② 깨닫지 못했어요.
31) 가. 빨래가 말랐어요?
    나. 아니요, ...............
   ①  못 말랐어요. ② 안 말랐어요.
32) 가. 오늘이 시험인 것을 알았어요?
    나. 아니요, ...............
  ① 알지 않았어요. ② 알지 못했어요.



※ 7.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33) 수미 씨는 거의 매일 수업에 지각해요. 수미 씨는  (학생답다). 
     가. 안 학생다워요. 나. 학생답지 않아요.
     다. 못 학생다워요. 라. 학생답지 못해요.
34) 나는 중간시험에서 한국어 점수를 30점을 받았어요.  (만족스럽다).
     가. 안 만족스러워요.       나.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 못 만족스러워요.       라. 만족스럽지 못해요.
35) 우리 마을 한 노인은 늘 낮에도 술을 마셔요. 그 분은 참으로 (어른답
다).
     가. 안 어른다워요. 나. 어른답지 않아요.
     다. 못 어른다워요. 라. 어른답지 못해요.
36) 홍길동은 울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 친구의 행동이  (자연스럽다).
     가. 안 자연스러워요. 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 못 자연스러워요. 라. 자연스럽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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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Plan of ‘안, 못, 말다’ for Lao Learners

Chansamone CHANTHAV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ffective ways to teach ‘안, 못, 말다’  for Lao 
learners. Lao learners often make mistakes in practical communication and 
applications, because they do no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form, and 
usage of the ‘안, 못, 말다’. In order to find out causes, this study tried to 
compares the ‘안, 못, 말다’ in both Korean and Lao languages and to find the 
ways for reducing errors in negative expression .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s of ‘안, 못, 말다’ in 
Korean language by comparing with negative expressions in Lao language. 
Korean negative expressions used ‘안, 못’ and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
다’. The negative expressions of the Korean language divided into two kinds 
of expression: a long denial denominations and single negative form. The  
long denial denominations consists of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and the single negative forms comprise ‘안’ and ‘못’. 
In contrast, the negative expression in Lao language has a single negative 
denomination, which is denoted by ‘ບ່ໍ’[bɔɔ]. In addition, the negative adjective 
‘ບ່ໍ’[bɔɔ] and the auxiliary verb ‘ສາມາດ’[bɔɔ sàa màat] were used to make a 
negative sentence. In Lao language, ‘ບ່ໍ’[bɔɔ] means ‘안’; ‘ບ່ໍສາມາດ’[bɔɔsàa 
màat] means ‘못’; and ‘ຢ່າ’[yàa] means ‘말다’ in korean Language. 
  Afte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안, 못, and 말다’ in 
both Korean and Lao languages, the negative expressions in both Korean and 
Lao languages were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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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wo languag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education method of ‘안, 못, 말다’, We 
surveyed the situation in a total of 72 students from the 2nd to 4th students 
who are attending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t the Laotian National 
University. The level of learner was divided into beginner and intermediate  
level. The same multiple choice questions were given to all learners 
regardless of their grades. The items were divided into 36 items with a total 
of 7 parts. The surveyed contents consists of the meaning, basic knowledge, 
and usage constraints of ‘안, 못 and 말다’ of Korean.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find out how much the Lao learners understand ‘안, 못, and 말다’ 
in Korean Language and what kinds of difficulties they meet in using them. 
  The surveyed results revealed that Lao learners can not distinguish the 
meaning difference of ‘안, 못’ and ‘말다’, and do not know the restriction of 
‘안, 못’. In addition, They could not use ‘못’ with some adjectives. they also 
do not understand how to combine the ‘안, 못, 말다’ at the end of sentence. 
The reason for the errors is that Lao students have three problems in leaning 
the negative expressions of ‘안, 못, 말다’. First, it is because of the 
inter-language interference. Second, errors caused by intra-language 
interference. Third, it is because of the elemen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that makes the majority of learners have difficulties in learning. on the other 
hand, this might be because of the defects in the textbook contents, for 
example, some expressions that are not presented in the textbook are 
practically used by Koreans in the real life.
   In order to seek for an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 teaching,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for learners to learn ‘안, 못, 말
다’of Korean language. the survey also conducted  interview with lectures on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negative’ expression in order to provide 
education plan based on errors that learners make. The contents of 
Instruction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① Instruction on the meaning of 
‘안, 못, 말다’ in Korean, ② Instruction about the use of ‘안, 못, 말다’ at the 
end of a sentence, ③ use of ‘안’ whit verb, ④  ‘못’ with adjectives, and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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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about the constraints of ‘안’  and ‘못’.
   The PPP and TTT were selected as instructional models for the ‘안, 못, 
말다’ teaching to Lao learners in leaning Korean language. The instruction 
about the meaning of ‘안, 못, 말다’, ‘안, 못, 말다’ at the end of a sentence is 
taught using the TTT teaching model. ‘안’ with verb, ‘못’ with adjectives, and 
instruction about the constraints of ‘안, 못’ is using the PPP teaching model. 
through these instructional models would be able to help Lao learners in 
learning  of negative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Key words: ‘안, 못, 말다’ Negative expression, Lao learners, Error analysis, 
Korean language education, PPP model, TTT model.

Student ID: 2015-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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