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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일반척으로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부정구문을 산출하게 되는지 전체적 인 습득 양상을 살펴 

보고， 둘째， 부정문:의 다양한 의미적 기능에 대응되는 구문의 습득 순서가 

의미의 인지적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가설이 한국어 자료에서도 

들어맞는지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부정문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통사적 설명을 모색해 보고 

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보호자들과 일상 

적 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녹음된 자발적 자유 발화 자료이다.P와 C의 

자료는 본 연구자가， W와 H의 자료는 Pat Clancy 교수가， 그리고 J의 자 

료는 이승복 교수가 수집한 것이다 대상 어린이들은 모두 한국 중산충 가 

정의 아동들이였다. 다음 도표는 이 어린이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종적 자료를 제콩한 어린이들 

이름 나이 각 표집의 길이 표집간의 간격 성별과 형제간계 

P 1;7-3;3 60~90분 2주 여， 형제 없음 

C 1;10-3;5 60분 2주 남， 형 (3년 차이) 

W 1;8-2;8 60분 2주 여， 형제 없음 

H 1;10-2;10 60분 2주 여， 언니 (4년 차이) 

J 2;0-2;11 30분 1주 남， 형제 없음 

*본 논문은 1995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어학연구 논평 
자 두 분의 논평과 조언에 감사드린다. 

l귀중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Pat Clancy 교수와 이송복 교수께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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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문 습득의 일반적 단계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은 부정 표현을 사용하기 이전에 부정의 의미， 그 

중에서도 특히 거부와 금지 등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아아(앙)， 이이， 으 

으(융)처럼 부정문의 원형 (proto-f orms) 에 해당되는 말화를 함￡로써 부정 

문의 전초를 얄린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의하면 어 린이들이 성 인과 

같은 부정문의 형태를 산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빠른 경우에 1년 7개월 정 

도부터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성인 문법의 부청문과 위에 열거한 원 

형 표현들이 콩존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부정(否定)의 여러 다른 의미들(예 : 부재， 거부， 부인， 실 

패， 금지， 무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다른 부정의 표현을 사용한 

다. 한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들이 일찍 습득하며 자주 쓰는 부정어의 형태 

는 거부를 나타내는 싫다，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 부인， 거부， 혹은 실패를 

나타내는 안+서솔어， 금지나 실패를 나타내는 안 돼， 그리고 무능력을 나 

타내기 위한 못+통사 등이다. 

부정어 안 혹은 못은 통사 앞에 나오는데， 이러한 단형 부정과 달리 성안 

문법에는 부정어가 주통사 뒤에 오는 장형 부정 구문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통사+보문자 지+부청어+대통사 하다]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어린이 

들은 이러한 장형 부정 구문을 단형 부정 구문보다 훨씬 늦게 습득한다. 그 

러나 창형 부정문의 일종인 통사+ 지 말다는 동사+ 지 않다 보다 일찍 습 

득되며， 무지를 나타내는 모르다 역시 이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부정문이 어린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부정의 의미를 전 

달하기 위해 사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1) 싫다 

어른:나가지 마. 

아이 : 싫어 (P 2;0) 
(2) 없다 

하부지 없다. (P 1;10) 
(3) 안 

안추워. (C 1;11) 

“너하고 안 놀아” 그랬어. (P 2;3) 

(4) 안 돼 

〈거부〉 

〈부재〉 

〈부인〉 

〈거부〉 

할머니， 얼음 안 돼? (P 1;11) <금지〉 

(레고 블록을 맞추려 하다가) 안 돼. <실패〉 

어린이들의 개인별 습득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P는 1년 10개월에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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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의미적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정문의 형태를 산출하고 

있었다.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 금지를 나타내는 안 돼， 거부를 나타내기 위 

한 싫다， 그리고 부인을 나타내는 아니 등이 었다. 처음에는 논향을 택하는 

술어가 아닌 단독 표현으로 부정형을 사용했다. 안+동사와 명사+아니야를 

산출하기 시작한 것은 1년 117>> 월에였다. 그리고 만 2년에는 무능력을 나 

타내기 위해 못+통사를 산출하였으며. 2년 2개월에 금지플 나타내는 통사 

+지 마와 무지를 냐타내는 모르다를 산출하였다. 

W의 경우에는 1년 8개월에 수집된 첫 번째 표집에서 이미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부청문을 산출하고 있었다. 거부를 나타내는 싫다，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 그리고 부인을 나타내는 아니 등이었으며 단독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논향을 택하는 술어로도 산출하고 있었다.W는 또한 무능력을 나타내는 못 

+통사를 1년 107>> 월에 산출하였으나， 금지를 나타내는 안 돼는 2년에 산 

출하였다. 처음에는 실패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에는 금지를 나타내 

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W가 모르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년 1개월 

에였으며， 금지를 나타내는 통사+지 마는 2년 4개월에야 산출하였다. 

장형 부정인 통사+지 않다의 출현은 아동 언어 습득 자료에서 드문 편 

이며， 또 출현 시기도 늦다.C의 경우 3년 3개월에 한 개의 장형 부정문을 

산출하였으며 이익섭(1986) 에 의하면 관찰 아통이 3년 2개월에 처음으로 

장형 부정문을 산출하였다고 한다. Choi & Zubin (1985)의 보고에도 그플 

의 자료에서 3년 5개월 이전에 장형 부정 구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나타난 증거쇄 의하련 단형 부정문야 1년 7꺼쉴 정도부터 

나타나는 데 반해 장형 부정문은 3년 3개월 정도가 되어야 나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장형 부청문이 단형 부정문보다 나중에 습득되는 페에는 통샤적 이유와 

지각적 (perceptual)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미적 기능 즉， 부인을 나타내는 경우의 단형 부정 형 안+통 

사와 장형 부정형 통사+지 않다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일 년 이상 일찍 

습득된다는 것은 통사적 복잡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장형 부정형인 -지 말다와 -지 않다즐 비교해 보면， 입 

력 자료에 나타나는 전자의 실제적 굴절형은 항상 -지 마로서 발화 말미에 

나타나므로 지각적으로 두드러 지는 (perceptually salient) 반면에 -지 않다 

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점이 없다는 차이가 습득의 시차에 어느 정도 기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 말다의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표현할 대 

체 형식이 없는 반면지 않다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형인 안+통사가 있으 

므로 굳이 -지 않다를 사용해야 할 급박한 요구가 부족하다는 실용적 이유 

도 일조를 할 것￡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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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와 부정구문 출현 순서의 상관 관계 

부정문의 발달에 있어서의 의미와 구문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Bloom 
(1970)과 Pea (1 980)는 영어에서 單語(single-word) 표현의 경우에 출현 

하는 순서는 거부>부재>부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Pea (1 980)는 부정 

의 3가지 주요 기능을 거부， 부재， 부인으로 분석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 부 

정의 기능들은 각각 인지적 복잡도에 있어서 다르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거부는 발화 상황에서 현존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린이의 감정척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표상이 펄요 없고， 따라서 인지적으로 가창 

단순하다고 한다. 부재의 경우에는 대상이 어린이의 오감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사물)에 대한 내적 표상이 요구되므로 인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명제 전체에 대한 내적 표상이 

요구되어 인지적으로 가장 복잡하다는 것이다. 

만약 Pea의 분석이 옳다면 언어에 관계없이 부정문에서는 같은 습득 순 

서가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한국어에서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어 습득자료는 Pea의 예측과 적어 

도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P의 경우에는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와 거부를 나타내는 부정 원형(으으(융)， 아아(앙) 같은 것)을 1년 7 

개월에 산출하고 있었으며， 안 돼는 1년 8개월에 실패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1년 9개월에는 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출하였다.P가 부인을 나 

타내기 위해서 아니를 사용한 것은 1년 107ij 월이 되어서였다.H는 1년 10 
개월과 1년 117H 월의 표집에서 부재， 실패， 거부 등의 표현을 산출하고 있 

었으나 2년 1개월이 되어서야 부인윷 나타내는 아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므로 P와 H의 자료는 부인이 부정문의 다른 의미적 기능들보다 늦 

게 습득되리라는 Pea의 예측에 들어맞는다고 하겠다.W는 자료가 처음 표 

집 되던 1년 8개월에 이미 거부와 부재의 표현과 더불어 부인을 냐다내는 

아니를 단독 표현으로， 또 계사와 더붙어서도 (즉， 명사+아니야) 사용하고 

있었요므로 습득 순서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J는 2년 0 

개월의 표집에서 아니， 안+통사， 그리고 없다를 산출하였으며 아니야를 거 

부， 금지， 부인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의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2년 

2개월에는 무능력의 못과 금지의 동사+지 마， 그리고 무지의 모르다를 생 

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W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의 경우에도 어떤 

의미적 기능이 먼저 출현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C는 1년 117H 
월의 표집에서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와 거부와 부인을 나타내는 아니를 산 

출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빈도는 매우 낮았다. 그는 2년 3개월의 표집에서 

무능력의 못과 금지의 통사+지 마를 생산적으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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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국 어린이들의 습득 자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의 다양한 의미척 

기능과 습득 순서에 관하여 인지적 복잡성으로 예측한 Pea의 가설에 배치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4. 전형적인 오류 

4. 1. 형태와 기능의 어긋남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한 어린이가 거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못된 형 

태 인 없다를 사용하였다. 

(5) 어른 : 담아 넣어， 넣어 빨리. 

아이 :담아 없다! (J 2; 0) 

J는 또한 2년 17>> 월의 표집에서 부인을 나타내가 위해서도 없다를 확장 적 

용하였다. 그는 ‘J 바보 아니다’의 의미로 J 바보 없다라고 말하였다. J가 

저지른 것과 같은 오류는 한국어 습득 자료에서 그다지 흔허 발견되는 오류 

는 아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때때로 아니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거부의 뜻 

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형태와 기능간의 어긋난 짝짓기를 하기도 한다. 

(6) 어른 : 저기 벽에 그리면 인제부터 맴매 맞는 거야. 

아이 : 맴매 아니야! 

(7) 어른 : 송아지 (노래) 해 봐‘ 

야 0] : 송아지 아니야! (H 2; 2) 

위와 같은 오류들은 아이들이 부정문의 형태와 가능을 짝짓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류는 어린이들이 의도하는 의미적 

기능에 부합되는 부정문의 형태를 아직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실상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는 거부와 금지 

를 나타내는 부정 구문， 즉 싫다와 안 돼 등율 이미 산출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 어린이는 또한 부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맞은 문맥에서 아니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는 거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규칙을 이 어린이가 습득했으나 아니가 이러한 의 

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사의 보어가 아니라 단독 표현으로 사용 

되어야만 한다는(예*맴매 아니야냐 *송아지 아니야 대신에 그냥 아니야) 

하위 규칙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만 2살 정도의 어떤 어린이들은 거부， 금지， 혹은 부인을 냐타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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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동사나 단독적 술어 표현인 아니야률 산출했다. 그들은 싫다와 안 

돼를 이해하기는 했으나 자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 대신 이 모든 의 

미적 기능을 위해 아니야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부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싫 

다냐 안 돼를 확장 사용한 어린이는 없었다. 즉 한국어에서 아니는 가장 넓 

은 범위의 의미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부정표현언 것으로 보인다. 

4.2. 부정소 위치의 오류 

한국어 부정문 습득 자료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재미 있는 오류는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안이나 못을 잘못된 위치에 산출하는 예들이다. Cho & 

Hong (1 988)의 따라 말하기 실험에 의하면 세 명의 만 두 살 짜리 어린이 

들은 장형 부청문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시 켰을 때 다음과 같이 단형 부정문 

을 산출했다고 한다. 

(8) 실험자 :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 
아야 :나무 위에 안 융라가. (Cho & Hong 1988:34)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Cho & Hong은 이 나이의 어린이들이 장형 부정문 

에서 의미를 추출해낼 수는 있였으나 반복을 시키더라도 장형 부정문을 산 

출할 능력은 아직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어린이들이 단형 부 

정문을 산출할 때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성인 문법의 단형 부정문에서 부청 

소 안이나 못은 통사 바로 앞에 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때때로 

부청소를 통사로부터 떨어진 곳에 삽입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예들이 

그 오류를 보여준다. 

(9) 부정소 위치의 오류 

*얀 골났어? (P 1;11) 

*안 속상해. (P 2;3) 

*사람들이 안 바보다 그래. (P 2;3) 

[ 어른 : 팬티 안 업으면 바보야 

아이 *얀 바보야. (P 2;4) 

*안 꿈꿔서 ... (P 2;6) 

*J는 안 까까 먹고 안 낸내한다. (J 2;2) 

[어른: 잘 해? 
아이 *얀 잘 해. (J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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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우유， 안 병， 안 병 쨌어. (J 2;3) 

*이거는 안 초록색이지. (J 2;4) 

*안 다 먹었어. (J 2;4) 

*나 못 밥해. (Y 3;0) 

*안 뚱 하려워. <Y 3;G) 

*안 계란 먹어. (Y 3;4) 

*안 이빨 썩어. (Y 3;4) 

*안 학교 가. (Y 3;5) 

*냐 안 밥 먹어. 

*못 잘 타. 

*안 여기서 해. 

*꽃이 안 노래 불러. 

*안 Gemco 가. 

*안 피클 좋아해. 

*로빈은 안 나쁜 아기야. 

*안 비가 와. 

(Y의 자료는 Hahn 1981 에서) 

(Cho & Hong 1988에 서 ) 

(Lee 199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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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 

다. 예를 들면 Cho & Hong (1 988)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두 살 짜리들이 

성인 문법에서 요구되는 대로 부정소를 동사 앞에 놓는 대신에 통사구 앞에 

놓는 구구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설의 문제점은 무엿보다도 안이 들어간 단형 부정문의 전체 양 

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든 요류 발화들이 지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았다 

는 사실이다. 이 나이의 어린이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동사를 제대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이런 오류를 벙하지 

않으며， 또 오류를 범하는 어린이들도 항상이 아니라 때때로 이런 요류를 

범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H는 안+통사의 형태로 된 문장을 많이 산 

출했지만 그 중에서 부정소 위치의 오류는 *안 공부해 하나 밖에 없었다. 

W의 경우에는 *안 힘들어라는 오류를 하나 산출했을 뿐이였다. 

어린이들이 부정소 위치의 오류를 범하는 빈도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 

떤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보다 좀 더 많이 이런 요류를 범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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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안이 통사 바로 앞에 오는 올바른 구문 

의 빈도가 오류 문장의 빈도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나이 

의 어린이들이 안+동사구라는 구구조 규칙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면， 

[목적어+안+동사]라는 제대로 된 순서를 가진 그들의 수많은 발화를 설 

명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Hahn (1981)에 의하여 관찰된 어린이는 2년 7개월에 *안 버스타라는 
오류 문장을 산출할 당시 사자 안 봤어나 과자 안 사와와 같이 올바른 문장 

도 산출하였다. 또 3년 4개월에는 같은 표집에서 *안 이빨 썩어와 이빨 안 

썩어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J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요 

류 문장을 산출한 후에 올바른 문장을 다시 발화하기도 하였다. 

(10) 아이 : *J는 안 까까 먹고 안 낸내한다. 

어른 : J는 우유 먹고 낸내하니? 

아이 : 우유 먹고 낸내 안 해. 

J는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부정소 위치 요류 문 

장을 산출하였으나 그도 역시 같은 시기에 안의 위치가 제대로 된 문장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부정소 위치 요류를 설명하기 위 

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상정하든지 간에 그 규칙은 통사 앞에 오는 안의 

변동되는 위치를 포용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부청소 위치 오류 현상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인가? 위에 든 오류 문장틀을 잘 살펴보면 어떤 오류들은 자동사 구문의 

주어(예 : 이빨， 골， 비 등) 앞에 부정소를 놓은 것들이다. 언돗 보기에 이런 

문창들은 Neg+VP 대신에 Neg+S의 예로 분석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 

나 같은 Neg十S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결코 *안 엄마 자라든 

지 *안 토끼 밥 먹어처럼 부청소가 동작주 주어 앞에 오는 문장은 산출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오류 문장틀을 포용하는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린이들의 문법에서 부청소는 동사 바로 앞에나 통작주 동 

사의 목적 어 앞에나 혹은 비통작주 통사의 주어 앞에 올 수 있지만 통작주 

통사의 주어 앞에는 오지 않는다 

비동작주 통사인 썩다， 나다， 툴다， 혹은 (비가) 오다 등의 중요한 특정은 

이 통사들의 능격성 (unaccusativity) 이다. 능격 술어에 관해서는 이미 활발 

한 언어학적 논의가 있어왔다(Perlmutter 1978, 1984; Burzio 1986 등). 

간단히 설명하자면 능격성을 가진 술어란 전형적으로 통작성이 결여된 주 

4한 논평자는 아동 언어에서 *안 냐 밥 먹어가 실제로 산출된다고 한다. 자료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아동들이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면 본 논문의 일반화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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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취하는 술어를 말한다. 통사적으로 능격성 술어의 표충 주어는 원래 

통사의 목적어 위치에 있던 것이 이통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배결속이론 

의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능격 술어의 주어는 D-구조에서 타동 술어의 목 

적어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능격 술어는 타통 술어와 달리 자기의 목적 

어에 목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그 목적어는 

구조격을 받기 위해서 아동하여 S-구조 운장의 주어 자리로 간다는 것이다. 

반면에 타동 술어의 목적어는 술어로부터 목적격을 받기 때문에 이통할 필 

요가 없이 D-구조에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려 있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격성의 이론을 한국 어린이들의 부정소 위치 오류 현 

상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안 이빨 썩어*안 골 나*안 힘들어*안 비 와 

와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Neg+S라는 새로운 규칙을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신， 한국 어린이들은 언어 습득 단계의 어떤 시기에 부청소가 

동사 바로 앞이나 혹은 동사의 심층 목적어 앞에 오는 문장을 산출한다고 

일반화하여 이 두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통사 규칙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 일반화가 Cho & Hong의 가설 (즉 아이들이 Neg+V 대신 

에 Neg+VP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과 다른 점은 이 일반화가 첫 

째， Neg+V의 경우도 포괄하며， 물째， Neg가 능격 동사의 주어 앞에 오는 

경우 Cho & Hong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 도 포괄한다는 것이다. 

5. 통사론적 탐색 

성인의 한국어 문법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통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였다. 위에서 논의된 어린이들의 습득 요류 자료에 관련성이 높은 

부정문의 통사론적 연구로는 Ahn (1 990)과 Park (1 990) 등이 있고， Kim 

(in press)에서는 이 두 이론을 습득 자료와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본 단 

원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아통 문법의 부정문을 

산출하는 통사 규칙에 대한 결론은 성 인 문법에서의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분석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안희돈 (1 990)의 제안은 한국어의 부정소 안에 두 종류가 있는 바 그 하 

나는 접사이며 Neg Phrase의 핵인 안 (非강조형 안)이고 또 하나는 부사 

이며 강조형 (emphatic) 인 안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직관￡로는 성인의 한 

국어에서 과연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어린이들의 부청소 위치 오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알 수 있을 

것 같다. 즉， 부정소가 동사의 심층 목적어 앞에 놓인 아동 발화의 오류는 

부정소가 부사로 쓰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 한국어 

문법에서는 부청소 안이 NegP의 핵 인 접사로만 쓰일 수 있는 반면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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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부청소 안을 처음에는 단순히 부사로 사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정된 명제는 성인 문법에서 안이 NegP의 핵인 

접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셜은 다시 두 종류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가능성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부정소 안을 기능 범주인 NegP의 핵 인 접사로 쓰기도 

하연서 (예 Neg+V) 또 어떤 때는 어휘 범주인 부사어로 쓰기도 한다고 

(예: 부정소 위치 오류 발화들) 보는 것이다. 두번째 가능성은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안을 단순히 부사어로만 인식하고 사용하다가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어른들처렴 안을 기능 범주의 핵연 접사로 쓰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다.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셜은 부청소의 위치가 올바른 발화와 부청소 위치 오류 발화를 

모두 설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세분화된 가설에는 각각의 장단점 이 있는 것 같다. 성 인의 한국어 

문법에서 안이 NegP의 핵이라는 가정 하에， 첫번째 가설의 장점은 이것이 

연속성의 원리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들의 문법에서 이미 안이 

NegP의 핵으로 쓰이고 있다면 성인 문법과의 연속성이 확보되므로 어린이 

문법과 성 인 문법 사이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 인 설명을 해야 할 부담이 없 

다. 반면에 Radford (1 990)가 주장하듯이 어린이 문법에는 일반적으로 기 

능 범주가 결여되고 어휘 벙주만아 존재한다는 것이 언어 보편적인 사실로 

밝혀진다연 두 번째 가설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 가설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의 기재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발화하는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언 

문장을 통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첫번째 가설에서는 

문법에 맞는 발화와 비문법적인 발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의 다른 기재 

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모든 논의에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성안 한국어 문법에서 부정분의 구조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안 한국어 문법에서 단형 부정문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 

가에 관해서는 안을 NegP의 핵으로 본다는 위의 가정과 전혀 다른 제안도 

있었다. 박감용 (1 990)은 성인 한국어 문법에서의 안을 NegP의 핵인 접샤 

가 아니라 독립된 단어 인 부사로 본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문법과 성 인 문 

법에서의 차이점은 성인 문법에셔 안이 항상 동사구의 우측에 부가 

(adjoin) 되는데 반하여 어린이 문법에서는 때로는 통사구의 우측에 때로는 

좌측에 부가완다고 설명할 수 있올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성인 문법에서도 

NegP률 상정하지 않고 안을 부사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연속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부담이 없다. 어린이들이 안을 좌측 부가시키는 그들만 

의 규칙을 어떻게 버리고 성인의 문법을 보유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 In

direct Negative Evidence" (Chomsky 1981: 9) 의 可用性， 즉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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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입력 자료에서 체계적으로 결 

여되었을 경우 어린이들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그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았으리라는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습득 자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많 

은 부분이 성인 문법에서의 부정문의 통사적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그것은 부정소 안을 기능 범주 NegP의 핵 인 접사 

로 보느냐 아니면 부사어로 보느냐의 문제 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몇 가 

지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어린이들의 부정소 위치 오류 발화 문제에 

대한 궁극적 인 분석은 특정한 가설을 뒷받침하거나 반증하는 통사적 증거 

가 좀 더 발견된 후에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 부정문 

을 산출하는지 살펴 보았다. 어린이들은 처음에 부정문의 원형이 되는 거부/ 

거절의 표현을 하기 시작해서 1년 7개월 정도부터는 단형 부정문을 산출하 

기 시작하고， 한참 후인 3년 3개월 정도가 되어셔야 장형 부정 구문인 동사 

+지 않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이 많이， 그리고 일찍 산출하는 

부정 표현은 싫다， 없다， 아니， 안 돼 등이었으며， Bloom (1 970)과 Pea 

(1 980)가 인지적 복잡성에 근거하여 예측한 부청의마의 출현 순서， 즉 거 

부>부재>부연석라는 가설아 한국석쉐사 최소환 해처되지는 않는다는 결 

과가 나왔다.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는 부정구문의 형태와 그 의미기능이 성 

인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단형 부정문에서 부청소 안이나 못 

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성인 문법에서는 부청소가 

반드시 통사 바로 앞에 나오는데 반해， 어린이들은 때때로 부정소를 통사 

바로 앞이나 혹은 동사의 심층 목적어 앞에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을 통합적으로 설병하기 위해서는 성 인 문법에서의 부정문의 통사적 구 

조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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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quisition of Negation in Korean 

Y oung-joo Kim 

This paper reports the developmental pattern generally observed in Kore

an-speaking children’s acquisition of negation. Children begin to produce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silh-, eps-, ani-, or an twayas early as 1;7, 
but they do not produce the long-form negation V-ci aηh- until 3; 3. Kore

an data seem not inconsistent with Pea’s (1 980) prediction made on the 

basis of cognÌtìve complexity that the negative expression expressing rejec

tion should appear first, followed by that for nonexistence, with denial 

being expressed last. 

Some children sometimes produce errors in matching the form and func

tion of negation, presumably because they have not acquired a sub-rule re 

quired for the appropriate use of negation. They also produce Neg Place

ment errors in which the Neg morpheme an or mos immediately precedes 

the D-Structure object of the verb, in addition to the correct form in whích 

Neg precedes the verb. The noμon of unaccusativity is utilized to account 

for th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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