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否定命令의 분석 

李 廷 f)( 

否定命令의 의미 • 통사상의 보펀적인 성 격을 특정 짓기 위해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 
의 일부로서， 먼저 한국어의 ‘動詞語幹+지 말아라’ 하는 否定命令構成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 構成내의 ‘말’이라는 표면상 단일한 형태소가 否定의 요소를 지니고 있 

다는 점은 꽤 이해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구성의 否定+命令의 二重的인 성격을 통 

사행위에 비추어 그리고 관련된 意志(volition)의 樣相 및 話行(speech acts)上의 전제들에 

비추어 분석코자 한다. 그리함으로써， ‘말’構成에 관한 좀더 광범하고도 면밀한 일반화가 

앞ξ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박승빈 (1935)과 송석중 (1967)은 ‘말’이 ‘아니하’와 통합을 잘 지적했다. 그러나 

명령이나 제의의 문장어미가 부정의 ‘아니 ’와 각각 분리되어 같이 나타나는 것은 표연구조 

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 (1a)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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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1976년 서울대 어학연구소 주최 제 11회 어학연구회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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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命令’ 이 라는 제 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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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융가지 아니 하여 라. 용가지 아니 하자. 

c. 가지 말아라. 가지 말자. 

‘아니 +하’ 의 어휘화 과정은 의무적 이기 때문에 (1b)와 같은 표연구조가 비문법적 일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문법적인 문장은 (lc)의 예문들 뿐이다. (1c)의 첫번째 운 

장 ‘가지 말아라’의 기저구조를 우선 거칠게라도 보인다면 앞의 도표 (1 ')과 같다. 그것은 

의미상 대체로 다음과 같다. 

0") 나는 녁에게 네가 가지 아니 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볼 때에， 수행동사 ‘명령한다’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제는 분명히 ‘네가 가다’라 

는 명제의 부정인 ‘네가 가지 아니하다’를 뭇하고 있a며， 동시에 상위 수행 운의 역할로 이 

것이 명령문드로 나타나게 펌을 개념상 明示的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어떼한 통사상 자료의 뒷받칩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살펴 보기로 하자. 

명 령 형 에 대 한 非狀態(nonstative)동사 필수조건과 否定極性(negative polarity) 현 상이 모 

두 ‘말’構成에도 각각 나타나는 다음 예를 보더라도 t말’構成이 첫째 命令文의 범주에 속 

한다는 것과 둘째 否定文이 라눈‘ 것을 알 수 있다. 

(2) a. 용창백하지 말아라. 

b. 용창백하라. 

c. 달려라. 

(3) a. 절대로 오지 말아라. 

b. 그 여자는 절대로 오지 않았다. 
c. ?*절대로 와라. 

d. 흩그 여자는 절대로 왔다. 

(3b)와 (3d)에서 보듯이 否定極語(negative polarity item) ‘절대 로’ 등은 否定要素와 共

起關係(co.occurrence)를 갖는다. 그런데 (3c)의 肯定명 령에서는 (3d)肯定서술에서처럼 ‘절 

대로’를 쓰면 말이 안되는 데 반하여， (3b)의 否定서슐에서는 ‘절대로’가 들어가 말이 잘 

되는 것과 똑같이 (3a)에서 ‘절대로’가 들어가 있으면서 말이 잘 된다는 것은 (3a)가 否定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 가 된다. (2c)에서처 럼 非狀態(여기서는 動作)동사는 명 령 형 

에 쓰이나 (2b)에서처럼 상태동사는 명령형에 안 쓰이는 것과 똑같이 (2a)도 성럽치 않는 

것은 이것이 명령문임을 보여준다. 다만 다음 예에서 보듯이 process (또는 상태변동=change

of.state)동사를 갖는 명 령 문도 있 다. 그러 한 경 우에 는 그러 한 상태 가 되 도록 노력 하라는 

뜻이 담겨 있거나 바랩을 표한다. 

( 4) a. 씩씩해져 라. 

b. 약해 지지 말아라. 

다음 예는 ‘죽다’ 에 動作의미 와 상태변동의미의 重義性(ambiguity) 이 있다. 

(5) 죽지 말아라. 

문장 (5)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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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살하지 알아라. 

b. 죽지 않도록 (노력 )해 라. 
c. 죽지 않기 를 바란다. 

(b)와 (c)는 상태변동의 해독일 때의 의마다. 

다음 살펴 볼 일은 서술문의 경우에도 主節에 願쏠(optative)동사가 있￡면 ‘말’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접 이다. 

(6) a. 샤네 얼굴이 창백 하지 말기 를 바란다. 

b. 네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하(=않)기를 바란다. (특수한 상황에서) 

c. 네 얼굴이 창백해지지 말기를 바란다. 

d. 네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7) a. 나는 네가 가지 말기를 바란다. 

b. 나는 네가 가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c. ?나는 그 아이가 가지 맡기를 바란다. 

(8) a. 나는 네가 죽지 말았3연 좋겠다. 

b. 나는 네가 죽지 아니하였흐면 좋겠다. 

c.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논하지 맡기로 하자. 

d.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논하지 아니하기로 하자. 

(6c) , (7a) , (8a) , (8c)가 서술문에 ‘말’이 들어있는 예들로서， 이들은 각각 (6b) , (7b) , (8b) , 

(8d)의 ‘아니하’構成과 대조된다. 위에서 (6a)는 상태동사가 그대로 ‘말’과 함께 쓰인 결 

과 이상해진 것이며， 상태변동표현과 ‘말’ 이 결함된 (6c)는 온전한 뭄장이 되는 것을 보더 

라도 명령형의 非상태동사 필수조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니하’가 쓰인 구문 

과의 차이를 살피연 ‘말’ 구성에서는 주어진 동작(또는 상태변동)과 관련된 意志(volition

또는 wil\)의 樣相(modality)이나 제어가능성 (controllability)의 假定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 

이다. 자연현싱에 대해서도 ‘말’이 쓰이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神의 제어의지가 되었든 아 

니든 話者 쪽에 어떤 제어가능성의 가정이 있다. ‘아니하’의 構成에는 그러한 가청은 없어 

보인다. 후자는 그 접에서 객관적이라 하겠다. 예 를 더 보자-

(9) a. 나는 그가 죽지 않았기를 바란다. 

b. 나는 그가 죽지 말았기 를 바란다. 
c. 그 아이가 죽어 있지만 말아라 ! 

(9c)는 ‘말’이 상태표시에 연결되어 있어서 본연의 명령일 수는 없고 祝願을 나타낸다. 여 

러가지 예 를 더 보자. 

(1 0) a. 그 아이 가 가든지 (가지 ) 말든지 나에 겐 상관 없다. 

b. 그 아이는 밥을 먹다 말았다. 

c. 그 녀석은 수염이 나다 말았다. 

d. 비가 오다 말다 한다. 
e. 집에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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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너는 절대로 와서는 아니된다. 
g. 너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10a)에는 의지가 개재되었고 (10b)는 진행중이던 동작임이 전제되며 그 동작을 계속할 수 

도 있었던 것임을 암시한다. (10c)는 비록 주어가 無意志지만 수엽이 계속 더 많이 났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1 0d)는 자연현상에 적용된 예다. (lOe)는 ‘말’이 ‘동사어간+어야하 

다’ 라는 힘束(binding)의 표현 과 연 결됨 ￡로써 명 령 에 서 와 마찬가지 로 무리 가 없다. (10f) 

는 ‘'"하면(또는 ... 해서는) 아니된다’하는 禁止 표시의 굳어진 표현에 ‘아니’가 이미 들어 

있어 ‘말’이 같이 일어날 수 없￡며， ‘너 오지 않아서는 안돼 ’는 괜찮드나 ?*‘너 오지 말 

아서 는 안돼 ’ (또는 싼너 오지 말면 안돼 ’ 는 온천 치 않다. (1 0g)는 (10e)에 서 설명 되 었다. 

다음 (11)에서도 ‘말’은 개념적￡로 ‘아니하3 와 비 슷하나 그냥두면 싸움을 계속하려 한다 

는 가정에서 싸움을 제지시켰다는 의미다. 

(ll) 어머니가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었다. 

따라서 ‘말리다’의 목적어로는 동작의 명사형만이 올 수 있다. 다음 예들도 살펴보자. 

(12) a. 그 친구는 내게 와라 알아라 한다. 

b. 용그 친구는 내 게 말아라 와라 한다. 

c. 맙을 먹지 말고 잠을 자라. 

d. ‘그 아이는 밥을 먹지 말고 장을 갔다. 

e. 연필 말고 볼펜을 주세요 

(l2a)는 ‘와라 오지 말아라’에서 ‘오지’가 앞의 ‘와라’ 혜문에 탈락하고 (l2b)는 ‘말아라’ 

앞에 ‘오다’동사가 없어 성럽되지 않는다. (12c)와 (12d)에서 보듯이 否定命令文과 命令文

의 접 속에 서 ‘말고’ 가 생 성 되 며 , 否定命令文과 서 술운은 접 속되 지 않는다. (12e)는 ‘말고’ 

가 앞에 나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앞에 상대방이 ‘연필을 주려고 한다’는 對話

上의 含홉증을 통한 전제하에 가능하기 해문에 동사照廳(verb anaphora)의 원칙에 예외적이 

라 할 수 없다. ‘연필 주지 말고 볼펜 주세요’에서 ‘주지’가 탈락된 것이다. 다만 탈락자 

체는 {‘연펄 말아요’가 잘 성립되지 않고 ‘연필 말고요i 만이 온전한 것ξ로 마루어 뒤에 

나올 ‘주세요’의 주와의 同-性下에 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a나 (12a)와 방향이 다르다. 

意志性의 전제가 있고 없음에 따른 문법성의 차이를 다음 예에서 보자. 

(13) a. 싼축대가 무너지지 말도록 해라. 

b.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c. 축대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텐데 . 

d. 그 아이가 넘어지지 말도록 해. 

e.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 . 

f. 그 아이가 가지 말도록 해. 

g. 그 아이가 가지 않도록 해 . 

h. 너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도록 해. 

2 양인석교수가 발표강에서 들추어 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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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 

(13a)에서 ‘축대’는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운에 온전치 않S며， (13c)는 ‘축대’에 책임을 

부여치 않는 願훌표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13d)에서는 ‘그 아이 ’ 가 청자가 아닌 제 3 

자인데다가 ‘넘어지다’가 대개 의지척인 행동이 아니드로 약간 부자연스럽다. 

영령형계통이 아닌 ‘말다’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중첩어귀에도 많다 

(14) a. 좋고 말고 

b. 보일락 말락 

c. 보일 듯 말 듯 

d. 하는 풍 마는 둥， 먹 은 둥 만둥， 갈둥 말둥 
e. 가거나 말거나 상관 않겠다. 
f.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다. 

앞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意志、의 樣相을 냐타내기 위해서는 基底구소에 명령형과 관 

련하여(또는 영령형이 아닌 ‘말다’구문이연서 意志、양상의 전제가 있을 경우에) ‘아니+하’ 

에 해당하는 요소와 함께 이를 표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 否定命令에 서 동사 다음에 ‘지 ’ 가 나타나는 것은 否定서 술운에 서 나타나는 ‘지’ 

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a나， 다음 예에서 ‘지’와 ‘기’가 공시적a로 똑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기 는 힘 들다고 본다. 

(15) a. 사치 품을 사지 말아라 ! 
b. ?사치품 안 사기를 해라 ! 
c. 사치품을 사지 말기로 하자. 

예운 (15b)가 풋하는 것은 不買운동을 하라는 것￡로서 (15a)의 일회적이거나(또는 계속된 

경우라도)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부정명령과 대초된다. (l5c)의 경우는 否定의 영향~로 그 

앞에 이미 ‘지’가 나타났다. 

‘주다’ 의 청 자에 대 한 화자의 헤 라體 명 령 형 에 서 의 suppletion form인 ‘달라’ 는 肯定명 령 

에 한청되고 否定명령에서는 그대로 ‘주다’형임을 보게 된다. 

(16) a. 나에 게 자유를 달라(또는 다오). 

b. 나에 게 자유를 주지 말라i또는 마오). 

c. 융나에 게 자유를 달지 말라(또는 마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돌려 명령과 부정명령에 있어서의 意志(volition)의 충돌 운제로 

들어 가기로 하자. 먼저 다음 예운을 관찰하자. 

(17) a. 융뛰겠￡연 뛰지 말아라. 

b. 뛰지 않겠으면 뛰지 말아라. 

(18) a. *오지 않겠으면 와라. 

b. 오겠으면 와라. 

8 명령형 계통에는 명령 • 청유 이외에 다음과 같은 권유형식도 있어 ‘알다’가 쓰인다. 예: 가지 맡 
려무냐. 가지 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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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장 Cl7a)에서 否定命令 ‘뛰지 말아라’는 청자의 否定的 意志(negative volition 즉 NOT 

WILL)를 諸發하려는 話rr(speech act)으로서 否定的 意志、를 含意하고 있커 때문에， 이 에 

어 긋나는 청 자의 肯定的 의 지 를 明示的으로 나타내 는 조건절을 앞세우면 보는 바와 같이 온 

전치 않은 표현이 된다. 肯定명령에서는 (l8a)에서 보듯이 반대로 청자의 否定的 의지의 

조건절이 오면 옹전 치 못하다. 

話行理論에 서 의 適正조건 (felicity condition)에 어 긋나는 부청 명 령 의 예 로는 

것들도 있다. 

(19) a. 

b 

c. 

‘네 차로 가지 말자. ’(청자가 차가 없을 해) 

‘4를 나머지 없이 3~로 나누지 알아략’ . 

‘학생회관을 들어 올리지 말아라 

다음과 같은 

위의 예들은 각각 그 긍정명령이 적정조건을 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조건을 어기고 

있다. Cl 9a)는 事實前提가 툴려 있을 때 이 고， (19b)는 논리 적 A로 불가능한 경 우이 며 (19c) 

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다. 命令은 상대방이 주어진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19b)와 (19c)는 이 가정을 어기는 공허한 예들이다. 이를 각각 

‘ ... 나누려고 하지 말아라’와 ‘ ...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로 하면， 그 행동이 ‘가능하리라’는 

가정을 취소하고 오히려 ‘불가능하니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능해져서 옹전하다. 

이 제 , 否定명 령 의 時相類(aspectuaIs)에 관해 서 검 토하기 로 하자. 행 동수행 (action-perfor

mance)의 명령에 있어서조차 그 否定명령은 狀態性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음 (20a)에서 볼 

수 있다. 

(20) a. 내일까지 (계속) 손 들지마 ! 
b. 캔내일까지 (계속) 손 들어 ! 
b'. cf. 내일까지 (계속) 손 들고 있어 ! 
c. 내일까지 그립을 (계속) 그려라 ! 
c'. 내일까지 그립을 그리지 말아라 ! 
d. 파트녁 이 릎을 잊지 마 ! 
e. ???손을 그만 들어 . 

f. 그립을 그만 그려라. 

손 드는 동작은 대 개 잠깐동안에 이 루어 지 므로 지 속을 나타내 는 ‘ ... 까지 (계 속)’ 이 라는 시 

간표시와는 긍정명령이 되지 않지만 (20b) , 4 부정명령은 성립되는떼 그것은 동작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否定의 기간이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성취 (achievement) 또는 상태싶 

현 (state-reali zation)의 명 령 (20c)에서는 지 속의 표현과 긍갱 영 령 이 함께 일어 날 수 있다. 

(20c')에서는 ‘내일까지 (그럽그리기를) 시작하지 말라’는 뭇A로서 ‘그립그리지 않는 상 

태가 내일까지 지속될 것’을 명령하는 뭇이 제일차적이고， ‘그럽 그리고 있는 상태가 내일 

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의 뭇이 제이차적으로 (간신히나마) 성럽되어， ‘말1 에 

함의된 否定의 영향권 (scope)이 어다까지냐의 이중성에 따라 重義性(ambiguity)이 일어난 

‘ 예문 (20b’)은 ‘손들고 있는 상태를 내일까지 계속하라’는 상태에 관한 영령이므로， 예운 (20b) 
와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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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부정의 영향권 운제는 다시 곧 다루기로 한다. 청신작용에 관한 명령은 (20d)와 같 

이， 상태가 실현되연 그 상태가상당히 지속되무로상태의 실현이나 지속에 관한명령이다. 

‘잊지 말라’는 명령은 (계속) 기억하라는 명령이다. 즉 아는 상태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순간적인 행동수행에 관한 명령은 ‘그만’ 하라는 中止명령이 (20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땅치가 않다. 그 행동이 대단히 천천히 일어나는 진행이나 성취의 행동￡로 인식 될 

때에만 中止명령이 가능하다. 05f)는 성취를 중단시키는 명령무로서 온전하다. 

이미 否定은 상태로 인식됨을 지적했거니와， 다음 예운 (21a)와 (21b)에서 否定명령은 

進行形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며， 단지 상태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進行形에 대한 

否定명 령 은 가능하다(21c， d 참조). 

(21) a. 먹지 말고 있어 라. 

b. 먹지 말고 그냥 있어라. 

c. 먹고 있지 말아라. 

d. 먹고 있어라. 
e. 마시면서 이야기해라. 
f. ??마시지 말연서 이 야기해 라. 

g. 마시지 말고 이야기해라. 

h. 마시 연서 이 야기 하지 말아라-

03a)는 03b)와 같은 돗으로만 해석되고 진행의 풋은 없다. (21d)는 첫째 진행의 풋이고， 

둘째 ‘먹고 그냥 있어라’하는 뭇이다. (2lf)는 主節의 동작과의 동시진행을 나타내는 ‘-면 

서’ 예문에 ‘말면서’가 온전치 않다. 별도 동작의 부갱명령으로 나타낸 (21g)나 또는 ‘마시 

면서 이야기하’는 것 전체에 결리는 (21h)와 같은 否定명령이 온전하다. 

否定이 내포된 ， 어휘항목은 否定명령과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共起制約이 다음 예에서 

寶證되고 있다. 

(22) a. 그냥 있어 라. 

b. *그냥 없어라. 

c. 그냥 있지 말아라. 

d. 그 사람 돈이 없지 않다. 
e. ?용그 방에 없지 말아라. 

f. 용뭇 가라. 
g. 뭇 가지 말아라. 

다음에 는 否定명 령 에 서 나타나는 否定의 영 향권 重義性(scope ambiguity) 문제 로 들어 가 

기로 하자. 量化解(quan tifier )나 量化解와 같은 기능을 가진 ‘-만’ 과 갈은 첩사(particIe)가 

否定명령푼의 主語 또는 덤的語에 붙으면 否定의 重義性이 역력히 드러난다. 먼저 주어에 

‘-만’이 붙은 아래 (23)의 예 를 보면 (23a)와 (23b)의 두가지 解讀이 있음을 알게 된다， 

(23) 녀 만 떼 나지 말아라. 

a. [너만 떠나]지 말아라. 

b. [너 만] [떠 나지 말]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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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령 부분의 구조를 생 략하고 否定과 ‘-만’ 의 상호관계 의 基底구조의 차이 를 보이 면 대 략 

다음과 같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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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너 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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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떠 나 

(23a)의 해독은 (23a') ..2...로 표시되며 ， ‘너만 떼나지는 말아라’， ‘너만 떠나는 일은 하지 말 

아라’의 돗이고， (23b)의 해독은 (23b')으로 표시되며， ‘너만:lHf 떼나지 알아라’， ‘떠나지 

않는 것은 너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23a' )은 Neg의 영향 아래 ‘너만 떠나’가 모두 들 

어 있는 데 반하여 (23b')은 Neg의 영향 아래 ‘(너)떠나’만 들어 있고 ‘만’은 Neg 위에있 

어 오히려 Neg가 ‘만’의 영향 아래에 들어 있음이 대초된다. 

목적어에 ‘만’이 불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똑같이 否定의 영향권 重義性이 나타난다. 다 

음 예 를 보자. 

(24) 미 인만 좋아하지 말아라. 

a. [미 인만 좋아하]지 말아라. 

b. [마인만] [좋아하지 말]아라. 

이 러한 否定명령에서의 중의성은 否定서숭문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A로서 결코 별개의 

현상들이 아니 고 否定과 관련된 영향권의 중의성이라는 한가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예 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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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ohn만 떠 나지 않는다. 

a. [John만 떼 나] 지 않는다. 

b. [John만] [떠 나지 않]는다. 

c. ‘ John만 안 떠 난다. 

(26) *녁만 안 떠나라 ! 

113 

부정서술운 (25)는 (25a) 와 (25b)로 重義的인데， (25b)는 예문 (25c) 즉 否定解가 동사 바 

로 앞에 위치하는 구조와 同意的이다. 그러므로， 否定의 영향권의 차이로 말미암아뜻이 다 

른 (a)와 (b)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基底구조에서 달리 나타나야 하며， 한편 의미가 같은 

(b)와 (c)는 같은 基底구조에서 나오도록 하고 變形규칙을 통해 관계지어 주어야 한다고 본 

다. (26)에서 보듯이 부정사가 동사 앞에 놓이는 부정명령은 성립되지 않아， 서술문과 이 

점에서 대조된다. 부정영령의 구조로 보아서도， (25c)의경우， 기저에서 Neg는 긍정문의 

상위문 위치에 서 있다가 변형에 의해 하위문 속에 통합되어 들어강으로써 同意의 문장: 

로 導出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살펴 볼때， 필자의 분석이 옳다연， 否定文들중 변형a로관계지을 수있는 부분을 

놓쳤 다는 점 에 서 송석 중 (1973)의 否定에 관한 취 급은 부분적 으로만 옳다. 이 홍배 (1970) 

와 오준규 (1971)는 영향권 重義性 (scope ambiguity)의 해 결을 놓쳤다는 점에서 부분적￡ 

로 옳으며 조준학 (1975)은 否定서술문의 영향권 중의성의 현상을 ‘밝혔￡나 형향권 同意의 

(scope synonymous) 문장들의 쌍을 변형 으로 관계 지 어 주는 떼 까지 채 이 르지 못했 다는 아 

쉬움을 남겼다고 하겠다. 

否定명령의 분석은 이 와같이 통사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意味論的， 話用論的인 접근을 

명행함으로써 좀더 갚은 -般化를 할 수 있다고 본다. 義務論理(deontic logic)가 앞으로 좀 

더 탐구되어야겠으며 各國語에서 否定명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좀더 광범위 

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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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Negative Imperatives 

Chungmin Lee 

This paper treats. the negative imperative construction ‘verb stem + ci malala’ lD 

Korean. The single surface lexical item mal must contain the negative element in the 

underlying structure and ha on a certain leve1 of derivation. The dual nature of negative 

and imperative of the construction is demonstrated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The paper also analyses the modality of volition and speech act presuppositions involved 

in negative imperatives and accounts for cases of contradictory presuppositions such as 

얘a.kess-imjiJη ka-ci mal,ala. 

Aspectuals in negative commands show interesting constraints: for example, the negative 

is stative and thus progressive negative imperatives are impossible. Achievement verbs 

and action verbs show different aspectual consequences. 

Quantifiers or quantier-like particles exhibit interesting scope ambiguity in interaction 

with negative imperatives. The sentence 'niJ-maπ ka-ci mal-ala' ìs ambiguous between ‘It 

shouldn ’ t b~ the case that you go alone' and ‘The person that does not go should be 

only you. ’ The former interpretation must represent the Neg above the qunatifier-like 

particle man (only) in the underlying structure and the latter must have man under the 

N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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