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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중간 구문(middle construction)은 기저 목적어U의 일반적， 총칭적 특성을 기술 

하며 수동의 의미를 지니지만， 술어부의 동사형은 수동형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 

음의 영어 예문 (la)는 타동사 구문이며， 그것에 대웅하는 (lb)는 중간 구문이다. 

그리고 (lb)의 중간 구문의 타동사형 ‘bribe’는 수동 형태소〔과거분사형) {-en}의 

결합없이 수동적인 의미 ‘매수된다는 의미’를 기술하기 때문에 중칸 통사라고 불린다. 

*본 논문에 대해 세심한 코벤트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작년 
12월 6일 작고하신 故 히라노 히데유키(平野日出↑止， 日本東北大쩔) 교수님 영전에 바칩니다. 

1) 대웅하는 타통사 구문의 목적어. 



212 천호재 

(1) a John bribed bureaucrats. 
b. Bureaucrats bribe easily. 

(1비의 중간 구문에서는 기저 목적어 ‘Bureaucrats’가 주어가 되며， 한편， 기저 

타동사 구문의 주어 ‘John’은 통사상 독립된 논항(argument)으로도 부가어 

(a띠unct)로도 명시할 수 없지만， 의미상 그 존재는 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yser, Samuel Jay & Thomas Roeper, 1984, 이 하 K&R 1984로 약칭 한다). 
영어 중간 구문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궁극적으로 타당한지 어떤지는 논의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유럽어(그리스어 등〕의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중간 

구문2)과 앞서 제시한 영어 중간 구문에 대한 정의 사이의 개념적 및 통시론적인 

관련 유무는 다른 문제로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도유럽어에서 말하는 

중간 구문은 예를 들면， 이탈리아어 예문 (2H이에 보는 것처럼， 능격 구문{ergativ리， 

상호 구문{ reciprocal), 비 인칭 수동 구문(impersonal passive), 재귀 구문(reflexive)， 

중간 구문(middle)을 모두 포함한 구문을 지시한다}) 이에 반해 영문법 에서 말하 

는 중간 구문 (lb)는 예문 (6)의 이탈리아어 중간 구문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5)에서 예시한 구문과의 문법적인 관련성 및 통시론적인 관련성 

유무는논외로한다. 

(2) La macchina si ruppe. (능격 자동사 구문) 
‘The car broke.’ cf. Cinque(1988, p. 565) 

(3) Antonio e Maria si amano. (상호 구문) 
cf. 사카모토(板本 1983, p. 186, 번역문은 원래 일본어임) 
‘안토니오와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4) Questo vestito si lavo facilmente, sembra. (비인칭 수동 구문) 
‘This suit si washed easily, it seems.’ cf. Cinque(1988, p. 559) 

(5) Giovanni si ammalò. (재 귀 구문} 
‘Giovanni got ill.’ cf. Cinque(1988, p. 565) 

(6) Questo tavolino si trasporta facilmente. (중간 구문) 

‘This table si transports easily.’ cf. Cinque(1988, p. 559) 

2) 또는 중간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동작 • 작용이 피행위자{patient)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나 행위자의 이익， 소유， 감정 풍을 기술하는 구문으로 알려져 었다{히구치(隨디) et aL 1988, p. 391, 
李和男， 1998). 

3) (2)-(6)에서는 동사 술어가 모두 접어(clitics) si+능통형타동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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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린 영어 중간 구문의 정의는， 근년 영어 생성문법 및 언어유형론의 일 

부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영어 중간 동사 구문[(lb)]의 문법 개념을 한국 

어 문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에 영어 중간 구문에 상응하는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칸 

수동 구문이 존재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영어 중간 동사의 

제 특징을 요약한다. 제3절에서는 한국어 중간 구문에 관한 선행 연구의 논점을 

개관하고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영어 중간 동사가 보이는 제 특징을 

한국어에서 찾으면서，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한국어 문법에 존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중간 수동 구 

문과 중간 자동사 구문의 설정이 언어학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 

한다. 제6절에서는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관련 구문과 어떻게 구 

별되는지를 논의한다. 제7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영어 중간 동사의 제 특정 

영 어 중간 동사에 관한 주요한 연구로서 Van Oosten(1977), 0 ’Grady(l980), 
K&R(1984), Fagan(1988), 나차무라{中村， 1995)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들이 주장하는 영어 중간 동사의 특정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 영어에서 중간 동사가 될 수 있는 타동사는 예를 들면， 예문 (7a)의 ‘ride’ 

와 (7b)의 ‘open’과 같이 목적어의 피영향성4)을 기술하는 DO동사5)나 CAUSE동 

시씨에 한정된다고 한다{나카무라{中村)， 1995, pp. 66-71). 

(7) a. My bicycle rides easily. 

b. The door opens easily. 
c. *This table wipes easily. 

d. *Wool sweaters knit easily. 

(‘ride’는 DO동사} 

(‘open’은 CAUSE통사) 

(‘wipe’는 DO동사} 

(‘knit’는 DO동사) 

둘째， 영어 중간 구문에서는 기저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예를 들면， 예문 (lb)의 

주어 ‘Bureaucrats’는 예문 (la)의 기저 목적어에서 이동된 것이다. 따라서 중간 

구문에서는 주어에 내재된 속성〔일반적 특성)이 초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중간 구 

문의 전형적인 의미론적 성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대K&R， 1984). 

셋째， 영어의 중간 동사 형성은 상태회{stativization)의 과정으로 DO동사와 

4) 기저 목적어가 행위자에게 영향올 받아 상태 변화하는 것. 
5) 주어의 행위나 동작을 기술하는 통사. 

6) 주어의 행위에 의한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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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동사가 ‘의미수동화규칙’7)을 적용받아 상태 동사{stative ver비로 변화한 

결과로서 설명된다[cf. 나카무라{中村， 1995)]. 그 근거로 영어의 중간 동사는 상태 
동사와 마찬가지로 명령형， 단순반복 현재시제(iterative simple present), 의사분 

열문 둥에는 생길 수 없으며， 진행형， 목적절(purpose c1ause), 행위자 지향의 부 

사{agent-oriented adverb) 등과 공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8) *Translate, Greek! 

(9) *Bureaucrats bribe every year at Chrìstmas. 

(10) *What the bureaucrats did was bribe easily. 

(11) *The walls are painting easily. 

(12) *The book reads well to store knowledge. 

(13) *The book reads carefully. 

넷째， 영어의 중간 구문에는 기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한면， 행위자는 독립된 

논항으로도 부가어로도 명시할 수 없지만， 의미상 그 존재는 불특정 다수 행위자 

의 형태로 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예문 (14)에 보듯이， 영어의 중간 

구문이 ‘all by itself’와의 共起를 허용하지 않는 것(K&R， 1984, p. 405), 예문 
(15b)에 보는 것처럼， 중간 구문을 불특정 다수 행위자 ‘people’을 주어로 하는 가 

능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있는 것(Fagan， 1988, p. 196), 예문 (16)에서 보듯， 수동 
구문과는 달리， 중간 구문에는 통사상 행위자가 명시될 수 없는 것 등에서 업증된 

다고 한다{Cho， 1993, p. 447; 나카무라， 1995, p. 58)]. 

(14) a. *Bureaucrats bribe easily all by itself 
b. *The book reads easily all by i떠f 

(15) a. This book reads easily. 
b. People, in general, can read this book easily. 

(16) a. Government officials bribe easily (*by John). (중간 구문) 

b. Government officials are easily bribed (by John). 수동 구문) 

7) 타동적 의미 구조에만 적용되어 외재 논항(external argument, 행위자)을 내재화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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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간 동사의 특성은 기저 목적어의 일반적， 총칭적 특성올 기술한다는 

점 에 있다.0’Grady(1980， p. 62)는 ‘This book reads well’의 주어 ‘This book’에 

는 커다란 글자나 명쾌한 설명조의 문체와 같은 ‘actualizer’가 내재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 ‘actualizer’는 중칸 구문8)의 기저 목적어에 부여되어 있는 일 

반적 특성을 지시하며， 동시에 중간 구문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질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문 (17)-(19)에 보듯， 영어 중간 구문은 필수적으로 難易 副詞와 

공기한다. 그리고 가능 수동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있는 것에서 영어의 중간 구문 

은 ‘가능’과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Q'‘Grady， 1980; K&R, 

1984; Cho, 1993, 1995; 나카무라， 1995). 

(17) a. The book reads well. 
b. *The book reads. 

(18) a. The wall paints easily. 

b. *The wall paints. 

(19) a. The fabric launders well. 
b. The fabric can be laundered well. 

지금까지 설명해 온 영어 중간 구문의 제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 a. 기저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하는 DO동사와 CAUSE동사만이 중간 

동사가 될 수 있다. 

b. 중간 동사의 주어는 기저 목적어이다. 
c. 중간 동사는 상태 동사{stative verb)이다. 

d. 중간 동사에는 기저 타동사의 주어(행위자}가 의미상 함축된다. 
e. 중간 동사는 기저 목적어의 일반적， 총칭적 특성을 기술한다. 
f. 중간 동사는 필수적으로 難易 副詞와 공기하며 ‘가능’과 ‘수동’의 의미를 

내포한다. 

3. 선행 연구 개관 및 문제첨의 제기 

한국어의 중간 구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는 Park(1994), Cho(1993, 

1995)를 들 수 있다. 우형식(1996， pp. 175-210)은 비록 중간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 

8) 0’Grady는 파생 자통사 구문(the derived intransitive constructions)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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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중간 동사는 형태적으로 자/타동， 피/사동이 미 

분화된 중간적 위치에 있는 동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적， 통사적 특성까지 고 

려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의미적， 통사적 특성까지 고려한 Park 
(1994), Cho(1993, 1995)의 연구만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 

3.1. Park(1994)의 문제점 

Park(1994, pp. 234-239)은 한국어에는 CMC구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의 
중간 구문에 상당하는 Facilitative CMC Type A구문이 있다고 한다. 

‘Facilitative’란 ‘어떤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CMC는 

‘ζausative 띠arker ζonstructíon’의 頭文字를 딴 약자이다. CM(causative 
marker)이란， {-이히리기} 형태소를 지시한다.9) CM이 결합된 동사로는 ‘팔 

리다， 읽히다， 갈리다， 빨리다， 씻기다’ 등의 동사를 들 수 있다.(이하 K(Korean)2 
형의 동사로 부르겠다) 따라서 facilitative CMC는 ‘주어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특 
성이 용이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을 기술하는 동사 구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Facilitative CMC에는 예문 (21a)와 같이 기저 목적어 ‘책’을 주어로 취하는 A 
타입과 예문 (21b)와 같이 기저 도구 목적어 ‘빨대’를 주어로 취하는 B타업이 있다 

고 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중간 동사 구문은 바로 기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A 
타업에 해당한다. 

(21) Faci1itative CMC(이하의 예문은 원래 영문인 것을 필자가 한국어로 고친 
것임) 
a. 이 책은 잘 팔린다. patient-subject: Type A 
b. 이 빨대는 잘 빨린다. instrumental-subject : Type B 

cf. Park(l994, pp. 234-242) 

예문 (21a)에서 보듯， Faci1itative CMC에서는 주어가 주제 표지 ‘은/는’과 결합 
한다. 그리고 Facilitative CMC Type A구문， 예를 들면， ‘얀이 우산은 인호에게 
잘 접힌다’와 같은 구문에는 특정한 행위자 ‘인호’를 명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Facilitative CMC Type A구문은 ‘잘’과 같은 부사와 공기한다. 
이상이 Park(1994)의 주요 논점인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4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K2형 동사 구문 이외의 중간 동사 구문도 존재한다. 예를 

들변， ‘John 파맨탤 the car• The car 겐쁘탤 well’에 보듯 영어의 중간 동사가 
기저 타동사 ‘move’와 동일한 음형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철 

9) CM은 사역뿐만 아니라 수통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CM 대신에 ‘Passive Marker' 즉 PM 
이라는 표기도 가능하다. Park(1994)은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C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i-}계 형태소로 일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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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트럭을 울짚잎묘→이 트럭은 잘 울짚외단’에 보듯， 타동사가 형태 규칙(동사 

어간에 형태소가 결합하는 규칙)을 전혀 적용 받지 않고도 기저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울리다’， ‘휘다’， ‘멈추다’， ‘풍기다’， ‘날리다’ 등의 동사 

를 들 수 있다{이들을 K(Korean)l형으로 부르겠다PO) 

둘째， K1형과 K2형의 중간 동사 구문은 지시사의 보조를 받는 경우[예를 들면， 

예문 (21a)의 ‘으l 책’]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시사의 보조를 받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Park(1994)은 중간 구문의 주어가 주제 

표지 ‘은/는’과 결합하는 것은， 중간 동사가 주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사 

실의 귀결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4.2절과 4.3절에서 상술한다) 

셋째， 중간 구문에는 ‘?*이 우산은 인호에게 잘 접힌다’와 같이 통사상 행위자 

‘인호’를 왜 명시할 수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미상 불특정 다수의 형태 

로 행위자의 존재가 함축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비록 Park(1994, pp. 
237-238)은 이 이유를 주어의 본질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든지 발휘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셜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에 대해서는 4.4절， 4.5절에서 상술한다) 

넷째， 주어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특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 

인지， 중간 동사의 어떠한 특정에 의해서 그러한 특성이 기술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 미홉하다. (이에 대해서는 4.3절과 4.5절에서 상술한다) 

다섯째， 중간 동사는 부사와의 공기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왜 중간 동사가 부사 

와의 공기를 허용하는지， 그리고 공기하는 부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4.6절에서 설명한다) 

3.2. Ch아1993， 1995)의 문제점 

Ch어1993， 1995)는 K1형과 K2형의 통사 구문이 영어 중간 구문의 특정과는 철 

저히 상반되는 특징을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영어 중간 구문의 문법 개념은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ho(1993, 1995)의 주장을 옮겨오면 다 

음과같다. 

첫 번째의 근거는， 영어의 중간 구문과는 달리， K1형과 K2형의 구문은 불특정 

다수 행위자를 주어로 한 가능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없으며I예문 (2잉L ‘저절로’와 

10) K1형과 같이 기저 타동사형과 통일한 음성형을 취하는 영어의 중간 동사를 생각하연， K2형과 같이 
기저 타동사형과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한국어 중간 통사의 폰재가 특이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 
서 영어 식의 형태적 기준에 집착하면， K2형의 동사는 중간 동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언어(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풍)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어 kir-u ‘자르다’ 
• kir-e-ru ‘잘리다’， 프랑스어 gare ‘'park’• se gare, 독일어 verkauft ‘sell’• verkauft sich, 러시 
아어 citaet ‘read’• citaet-sja 동과 같이 기저 타통사와 형태적으로 대웅을 보이는 것이 상례이며 
오히려 영어 쪽의 형태적 기준이 특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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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사{구)와의 공기를 허용하며I예문 (23)], ‘-에 의해서’를 논항으로 한 행위자 
의 의미역을 통사상 명시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예문 (24)]. 이하에서는 
K1형의 구문만을 예시한다. 아래의 예는 원래 영문이지만， 필자가 한국어 문장으 

로 고친 것이다. (이하 통일} 

(22) a. 종이 잘 울린다 
b. 우리 는 종을 잘 울릴 수 있다. (Cho, 1995, p. 71) 

(23) 차가 저절로 움직인다. (Cho, 1995, p. 72) 

(24) 종이 메리에 의해서 울린다. (Cho, 1995, p. 74) 

두 번째의 근거는 영어의 중간 구문과는 달리 K1형과 K2형의 동사는 상태화의 

조작을 받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예문 (25)-(33)에서 보듯， K1형 

(K2형) 동사 구문은 ‘일어나다’ 테스트를 통과하며， 처소격 표지 ‘-에서’， 과거형， 명 

령형， 진행형， 행위자 지향의 부사， 단순반복 현재시제 및 목적절 등과 공기하며， 

동사구(VP)를 초점으로 한 의사분열문에 생길 수 있다고 한다. 

(25) 차가 잘 움직인다. 그 일은 어제 일어났다. (Cho, 1995, p. 76) 

(26) 차가 고속도로에서 잘 움직인다 (Cho， 1995, p. 78) 

(27) 차가 오후 3시 에 잘 움직 였다 (Cho， 1995, p. 79) 

(28) 빨리 움직 여 라， 차얘 (Cho, 1995, p. 8이 

(29) 차가 잘 움직이고 있다 (Cho， 1995, p. 81) 

(3이 차가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Cho， 1995, p. 82) 

(31) 차가 하는 일은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Cho, 1995, p. 83) 

(32)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종이 울린다. (Cho, 1995, p. 83) 

(33) 그 차는 매일 6시에 제일 빨리 움직인다. (Cho, 1995, p. 83) 

세 번째의 근거는 예문 (34)에 보듯， 영어의 중간 구문과는 달리 K1형의 동사 

구문을 가능 수동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없다는 데에 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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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문 (35)에 보는 것처럼， K1형의 구문이 영어와는 달리 부사 수식을 받지 않올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예문 (34)의 ‘수’ 표시는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의 

미로 필자가 붙인 것임]. 

(34) 이 자동차는 잘 움직인다추이 자동차는 잘 움직여질 수 있다. 
(Cho, 1995, p. 86) 

(35) 차가 움직인다. (Cho, 1995, p. 8끼 

이상이 Cho(1993, 1995)의 주요 내용인데， 역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첫째， 예문 (22)-(24)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중간 동사와 상반된 특정이 왜 

K1형(K2형)의 동사 구문에서는 허용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영어에 

도 예를 들면， ‘The door opens easily’에 ‘easily’ 대신에 ‘This door opens 
automatically’와 같이 ‘automatically’를 넣어 쓸 수 있다. Cho(1993, 1995)의 논 

리대로라면 영어의 중간 구문에 의미상 행위자가 함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어에도 중간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4.4절에서 

상술한다) 

둘째， K1형과 K2형의 동사 구문이 비상태성의 통사 구문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 

가 미약하다. 예문 (25)-(33)에 보듯， 영어의 중간 구문에서 행해진 제 테스트를 K1 
형(K2형}의 동사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문 (25)-(33)에서는 중간 구문의 주요 특성 가운데의 하나인 ‘잘’， ‘쉽 

게’， ‘수월하게’， ‘어려움이 없이’와 같은 難易 副詞의 사용이 배제된 채 테스트가 행 

해지고 있으며11)， 아예 부사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지시사의 보조가 없는 주어만을 

내세워서 테스트를 행하거나， 주격 표지 ‘이/가’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행하고 있다. 

(4.3절에서 상술한다〕 

셋째， 예문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필자는 예문 (25)-(27), (3이， (32)-(33) 
그리고 (56b’), (57a'’, b’), (58b’)의 적격도가 떨어지거나 비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문 (3이은 무생물 주어 ‘차’의 양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 

된다. 적법성 판정에 미묘한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본고 

(4.3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문 (30)을 적법한 문장으로 간주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넷째， 예문 (34)-(3되에 보는 것처럼， K1형과 K2형의 동사 구문을 왜 가능 수통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없는지， 왜 부사와의 공기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설명 이 없다. Ch아1993， p. 457)는 비록 K1형과 K2형의 동사 구문과 가능 수 
동 구문에 상호 함의(mutual entailment)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11) 영어 중간 구문에서 한결같이 ‘easily’, ‘well’ 풍의 짧易 副詞가 사용되는 점에 유의하자{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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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왜 상호 함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가라는 점 

이다. (이에 대해서는 4.6절에서 상술한다) 

영어 중간 동사에 적용되는 테스트들이 K1형과 K2형 구문에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것은， 영어 중간 동사의 문법 개념이 보면적이지 못하 

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ho(1995)는 다음과 같이 결 

론을 내리고 있다. (번역 부분의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엄) 

Based on the properties of the middle construction and tests for each 
property, however, we can conclude that Korean does not have a true 
middle construction. Contrary to the assumption of the universal existence 
of the rniddle construction(Kemmer 1993 : 10-12), Korean has been shown to 
be a language in which there are no rniddle constructions. cf. Cho(199S : 
103) 
그러나 혈보 중간 구문의 제 특정과 각 특정을 입증해주는 테스트들을 한국어에 

적용해보면， 한국어에는 엿어에서와 캄유 진정한 중간 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간 구문이 보면적으로 존재한다는 Kemmer(1993, pp. 10-12)의 
가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어는 중간 구문이 존재할 수 없는 언어라는 사실이 판명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어 중간 구문의 문법 개념은 한국어에도 적용된다. 본 연 

구는 Cho(1993, 1995) 연구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 의해 영어 중간 구 

문적 표현 방법이 영어에만 국한된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에 존 

재하는 보편적 표현 방법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4.3절에서 설명하겠지 

만， K1형과 K2형의 중간 동사가 영어의 중간 동사와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나 단순 

반복 현재시제 동과 공기하지 않는 점에서 입증된다. 

4. 韓國語에의 遭用

이 절에서는 영어 중간 동사의 제 특정을 한국어에 적용하면， 중간 수동과 중간 

자동이라는 미지의 개별 문법이 한국어에 종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4 .1. DO動詞와 CAUSE動詞

영어에서는 기저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하는 DO동사와 CAUSE동사에서 중 

간 동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제2절에서 설명했다. 그러면 한국어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36) a. 철수가 술을 마신다. (‘마시다’는 ÚO동사) 
b. *이 술은 잘 마시인다. 



한국어의 중간 자동샤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221 

(37) a. 철수가 망치로 못을 친다. (‘치다’는 목적어의 표변 접촉을 기술하는 DO 

동사〕 

b.*이 못은 잘 치인다. 

(38) a. 형이 책상을 만든다. (‘만들다’는 목적어의 창조를 기술하는 DO동사) 
b.*이 책상은 잘 만들린다. 

(39) a 목수가 집을 짓는다. (‘짓다’는 목적어의 창조를 기술하는 DO동사) 
b.*이 집은 잘 지인다. 

예문 (36)-(39)에 보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DO동사가 K2형의 중간 동사가 될 

수 없다. 나차무라(中村， 1995, pp. 66-71)의 설명 방식을 따르면， DO동사 ‘만들다’ 
는 기저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할 수 없는 창조 동사이기 때문에 중간 동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 한국어에서도 기저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하는 CAUSE 
동사에서 K1형과 K2형의 중간 동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피영향성의 개념은 중 

간 동사의 성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법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4이 a. 철수가 U자 모양으로 철사를 휘었다. 
b. 이 철사는 U자 모양으로 잘 흰다. (K1형의 중간 동사) 

(41) a. 철수가 망치로 못을 박았다. 
b. 이 못은 잘 박힌다dK2형의 중간 동사) 

즉， 예문 (40a)의 ‘휘다’는 목적어 ‘철사’의 상태 변화 ‘휘기 전→휘고 난 후’를 기술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하는 모든 타동사가 중간 동사 

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타동사 ‘쪼개다’와 ‘깨다’는 목적어 ‘장작’과 

‘꽃병’의 피영향성을 기술하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동사가 될 수 없다. 

(42) a. 철수가 도끼로 장작을 쪼캔다. 
b.*이 장작은 잘 쪼개인다. 

b’. 이 장작은 잘 쪼개진다. 

(43) a. 영회가 꽃병을 쨌다. 
b.*이 꽃병은 잘 깨인다. 

b’. 이 꽃병은 잘 깨진다. 

이와는 반대로，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타동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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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형의 중간 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44) a. 영희가 책을 읽는다. 
b. 이 책은 잘 읽힌다. 

(45) a. 영희는 짙은 안개 속에서 노란 신호등을 보았다. 
b. 노란 신호퉁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잘 보언다. 

예문 (44)-(45)의 ‘읽다’와 ‘보다’는，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기술한다기보다는 오히 

려 행위자의 인식 변화를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동사 모 

두 K2형의 중간 동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영향성의 개념을 중간 동사의 성립 

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간 동사가 될 수 있는 타동사의 특정을 굳이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저 목 

적어에 내재된 속성， 즉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는 타동사일 것이다. 이 점은 중간 

동사 구문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46) 이 책에는 잘 원힌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47) 이 못에는 잘 박힌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었다. 

(48) 노란 신호등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인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4.2. 名詞句 移動， 指示詞， 주제 표지 ‘은/는’ 

K1형과 K2형의 중간 구문의 주어는 영어 중간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저 목 

적어이대예문 (40)-(41)]. 주어의 위치로 이동한 기저 목적어는 지시사의 보조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문 (49)는 예문 (45b)를 재수록한 것이다. 

(49) 노란 신호동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인다. 

‘Bureaucrats bribe easily’와 ‘This book reads well’에서 보듯， 영어의 중간 
구문에서도 주어가 지시사의 보조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Bureaucrats’와 ‘노란 신호둥’이 지시사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은 주어에 내재된 일반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또는 예외 없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는 반대로 ‘This book reads well’과 같이， 한국어에서도 중간 구문의 주어 
가 지시사의 보조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지시사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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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받지 않는 주어가 사용된 예문 (50a)-(51a)는 약간 어색한데， 이것은 주어 ‘고 

기’나 ‘종’의 일반적인 특성이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발휘된다고는 상 

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이 a. ?고기는 잘 잘린다. 
b. 이 고기는 잘 잘린다. 

(51) a. ?종은 잘 울린다. 
b. 이 종은잘울린다. 

즉， 잘 잘리지 않는 ‘고기’나 잘 안 울리는 ‘종’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문 

(50b), (51b)와 같이， 지시사 ‘이’를 사용하여 특정한 ‘고기’나 ‘종’에 내재된 특성이 
다른 ‘고기’， ‘종’보다 차별적으로 잘 발휘되는 사실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Park(1994)이나 Cho(1993, 1995) 등에 의해 검토된 적이 없다. 
이 번에는 Park(1994)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 구문의 주어가 주격 표지 

‘이/가’보다 주제 표지 ‘은/는’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52) a. 이 고기는지가 잘 잘린다. 
b. 고기가/?는 잘 잘린다. 

예문 (52a)에 보는 것처럼， 지시사의 보조를 받는 주어와 주격 표지 ‘이/가’와 결 

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어색하다. 이에 반해， 예문 (52b) 
에 보는 것처럼， 지시사의 보조가 없는 주어의 경우에는 주격 표지 ‘이/가’와의 결 

합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예문 (52b)는 중간 통사 구문이 아니다. 4.3절에서 논의 

하겠지만， 주격 표지 ‘이/가’가 들어간 동사 구문은 주제 표지 ‘은/는’ 이 들어간 

동사 구문과는 달리 상태화의 조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간 구문의 주어는 지시사와 주제 표지 ‘은/는’과 결합하는 것이 상 

례이다. 물론 예문 (49)의 ‘노란 신호등’처럼， 주어의 일반적 특성이 안개 속이라는 

상황에서 예외 없이 발힘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구문은 지시사 

의 보조를 받는 주어를 선택하여 다른 주어에는 없는 정보를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cf. 千뭇載(200l， pp. 211-214)]. 따라서， 중간 구문의 특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지시사와 주제 표지 ‘은/는’ 이 들어간 K1형과 K2형의 동사 구문을 가지고 테스 

트를 행해야 한다는 귀결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Park(1994)에 의해서도 지지된 
다)2) 

12) 주격 표지 ‘이/가’와 주제 표지 ‘은/는’의 의미용법상의 차이에 관해서는 최수영(199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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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狀態 動詞

K1형과 K2형의 중간 동사가 존재한다면， 그 동사는 영어의 중간 동사와 마찬가 

지로 상태화의 조작을 받는 상태 동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의 (53a, b )-(59a, 

b)는 본고의 이러한 예측이 올바르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 쓰 

여진 주제 표지와 주격 표지가 보이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자. [Cho(1993) 예문 
의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엄] 

(53) a. */n이 차늘 고속도로에서 쉽게 움직인다. (K1형) 

a’. 차간 고속도로에서 잘 움직인다. (=26) (Cho, 1993, p. 463) 
b. 객이 책을 학교에서 쉽게 잘 원힌다. (K2형) 

b’. 책으l 학교에서 잘 원힌다. (Cho, 1993, p. 463) 

(54) a. *수월하게 움직여라， 이 차얘 (K1형) 

a’. 빨리 움직 여 라， 차야 (Cho， 1993, p. 465) 
b. *쉽게 윈혀라， 이 책아1 (K2형} 

b’. 잘 읽 혀 라， 책 아 (Cho， 1993, p. 465) 

(55) a. */객이 차늘 쉽게 움직이고 있다. (K1형) 

a’. 차간 잘 움직이고 있다. (=29) (Cho, 1993, p. 466) 
b. */객이 책읍 손쉽게 읽히고 있다. (K2형) 

b’. 책으l 잘 읽히고 있다. (Cho, 1993, p. 466) 

(56) a. *이 차늘 조심스럽게 쉽게 움직인다. (K1형〕 

a’. 차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30) (Cho, 1993, p. 467) 
b. *이 책을 조심스럽게 잘 윈힌다. (K2형) 

b’ 책와 조심스럽게 읽힌다. (Cho, 1993, p. 469) 

(57) a. *이 차늘 하는 일은 길 위에서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K1형) 

a’. 차간 하는 일은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31) (Cho, 1993, p. 467) 
b. *이 책으l 하는 일은 매우 쉽게 읽히는 것이다. (K2형} 

b’ 책으l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원히는 것이다. (Cho, 1993, p. 469) 

(58) a. *[도적을 잡기 위해서1 이 차늘 수월하게 움직인다. (K1형) 

a’. [도적을 잡기 위해서] 차갚 빨리 움직인다'. (Cho, 1993, p. 468) 
b.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책효 매우 쉽게 읽힌다. (K2형) 

b’. ?이 책융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잘 원힌다. (Cho, 1993,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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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a *그 차늠 매일 6시에 쉽게 움직인다. (K1형) 
a’. 그 차늘 매일 6시에 제일 빨리 움직인다. (=33) (Cho, 1993, p. 468) 
b. *이 책읍 매일 아침 6시에 전혀 어려움 없이 읽힌다. (K2형} 

b’. 그 책읍 매일 6시에 잘 읽힌다. (Cho, 1993, p. 4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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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Cho(1993, p. 470)의 예문 (53a’， b’)-(59a’， b’)을 보면 중 

간 동사라고 생각되는 K1형과 K2형의 동사가 행위자의 의미역을 내포하는 의사분 

열문， 단순반복 현재시제， 진행형 ‘-고있’， 목적절， 행위자 지향의 부사 등과 같은 

부가어와의 공기를 허용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어 중간 동사에 상당하는 

K1형과 K2형의 동사가 상태화의 조작을 받지 않으며， 그 귀결로 영어에 상응하는 

진정한 중간 동사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Cho(1993, 1995)의 주장 

이 타당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55a’, b’)-(59a’, b’)의 테스트가 타당하다고 해도， Ch이1993)의 예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의 예에는 중간 구문의 주요 특성 가운데 

의 하나인， ‘잘’， ‘쉽게’， ‘수월하게’， ‘어려움 없이’와 같은 難易 副詞{句}의 사용이 배 

제되어 있으며[(56a’， b’)， (57a’), (58a’)], 중간 구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사가 사용 

되고 있거내56a’， b’), (58a’), (59a’)], 아예 부사의 사용을 배제한 채 테스트를 행하 

고 있는 점[(57a’， b’)]， 지시사의 보조가 없는 주어만을 내세워 테스트를 행한 점 

[(53a’, b’)-(58a’)], 주제 표지 ‘은/는’을 사용하지 않고， 주격 표지 ‘이/가’를 사용해 

서 테스트를 행한 점[(53a’， b’)-(58a’， b’)] 등이 그것이다. 지시사의 보조를 받지 않 

는 주어를 내세우려면 4.3절에서 언급한 ‘노란 신호등’과 같이 일반적 특성이 특정 

한 상황에서 예외 없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53a, 

b)-(59a, b)가 (53a’, b까59a’， b’)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중간 구문의 주요 특질을 모두 갖추어서 테스트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Ch아1993， 1995)의 예에서 보듯， 중간 동사라고 생각되는 K1형과 K2형의 동사 

가 행위자의 의미역을 내포하는 의사분열문， 단순반복 현재시제， 진행형， 목적절， 

행위자 지향의 부사 등과 공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변， Cho 
의 예문(53a’， b’)-(59a’， b’)는 중간 구문이 아니라， K1형의 자동사 구문과 K2형의 

수동 구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K1형의 자동사 구문과 K2형의 수동 구문은 K1형과 K2형의 중간 구 

문과 달리， 상태화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K2형의 동사에 결합된 {-i-} 
계 형태소(K1형에는 제로 형태소〕가 수통 형태소로서， 기저 타동사의 주어에 부여 

되어 었던 행위자의 의미역과， 기저 목적어에 부여되어 있던 피행위자의 의미역 

(patient)이 함께 {-니계 형태소 즉， {-이히리기} 등의 형태소(K1형에는 제로 

형태소)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미역을 내포하는 부가어를 

통사상 명시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행위자의 존재는 가시적(visible)이 되고， 그 귀 

결로 수동 구문(K1형은 자동사 구문)과 동일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53a, b)-(59a, b)에서 본 것처럼， K1형과 K2형의 자동사 및 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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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同音 異型13)인 중간 동사는 기저 목적어에 내재된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사상 행위자의 존재가 비가시적(invisible)이다. 따 

라서 의사분열문， 단순반복 현재시제， 진행형， 목적절， 행위자 지향의 부사와 공기 

하지 않으며， 그 귀결로 Kl형과 K2형의 중간 동사는 통사상 상태화의 조작을 받 

는 순수한 상태 동사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본고는 Kl형과 K2형의 중간 구문을 각각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통 구문’으로 명명한다.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는 상태 동사의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통사의 필연적인 특질이다. 그러나 Kl형과 

K2형의 자동λ}와 수동사에 있어서 이러한 특질은 전형적인 특질도 아니거니와 필 

연적인 특질도 아니다. 만약 K2형의 중간 동사 구문을 수동 구문 그 자체라고 한 

다면， 왜 영 어 의 ‘Bureaucrats are easily bribed’와 같은 수동 구문도 중간 구문 
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타동사에 형태 

적으로 대응하는 중간 수동사가 있을 때， 중간 수동사를 K2형의 수동사와 동음 이 

형 의 동사로 간주하는 것이다)4) 이 것은 영 어 수동 구문 ‘Bureaucrats are easily 
bribed’가 중간 구문이 아니라는 생각과 같은 이치이다.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본고의 주장을 지지하는 몇 가지 

사실을 더 지적해보자. 우선 첫째로 예문 (60b)에 보는 것처럼， 중간 자동사와 중 

간 수통사는 향상 현재시제형 {-느-}를 취해야 한다. 기저 목적어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는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는 일반적으로 員(truth)이라고 생각되는 명 

제를 기술하기 때문에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 

동사는 특정한 시점의 일시적 변화를 기술하는 과거형， 진행형， 단순반복 현재시제 

퉁과 같은 시제 형식과 공기해서는 안 되며 공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6이 a. 철수가 트럭을 잘 움직인다. 
b. 이 트럭은 잘 움직인다. 

둘째， 예문 (6이에서 ‘잘’은 양태 부사로도 난이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예 

문 (60a)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잘’은 행위자 ‘철수’의 운전 능력을， 예문 (60b)의 

중간 자동사 구문에서는 ‘잘’은 기저 목적어 ‘트럭’에 내재된 일반적 특성을 수식한다. 

따라서， Ch아1993)의 예문 (S3a’, b’)-(S9a’, b’)는 사실은 중간 동사의 예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동사와 수동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읍형은 같지만， 구조 문형이 다른 것. 

14) 마창가지로 타동사에 형태적으로 대웅하는 중간 자통사가 있올 때， 중간 자동사를 K1형의 자동사와 
동음 이형의 동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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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行탔者의 含홉 

한국어에 K1형과 K2형의 동사와 동음 이형인 중간 자동사 및 중간 수동사가 존 

재한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영어의 중간 동사와 마찬가지로 각 동사가 행위자 

를 의미상 함축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첫째， 예문 (61b)-(62b)에 보듯， 難易 副詞

‘잘’이 공기하는 것， 둘째， 예문 (61b)-(62b)에 보듯， 기저 목적어 ‘트럭’， ‘연필’이 의 

지성을 지니지 않고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관여를 요구하는 無生 名詞라는 것， 셋 

째， 예문 (63)-(64)에 보는 것처럼，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자발 부 

사와의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입증된다. 

(61) a. 철수가 트럭을 잘 멈추었다. 
b. 이 트럭은 잘 멈춘다. 

(62) a. 영희가 연필을 깎았다. 
h 이 연필은 잘 깎인다. 

(63) a.*이 대나무는 저절로 훤다. 

b. 이 차는 저절로 움직인다. 

(64) a.*이 책은 저절로 읽힌다)5) 

b.*이 연필은 저절로 깎인다. 

그런데 중간 자동사라고 생각되는 (63b)의 ‘움직이다’는 자발성 부사와의 공기를 

허용한다. 중간 동사는 기저 목적어의 의미역， 즉 일반적 특성이 행위자의 관여에 

의해 발휘되는 것을 기술하기 때문에， 자발성 부사와 공기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 

다. 따라서 이 예는 중간 자동사가 행위자를 의미상 함축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례 

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예는 중간 자동사를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자동사 

와 동음 이형의 자발 동사를 예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동사는 무생물 

주어 ‘차’에 내재되어 았는 자동 작용적인 성질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귀결로 행 

15) 그러나 실은 ‘대나무가 저절로 훤다’， ‘책이 저절로 윈힌다’， ‘연필이 저절로 깎인다’ 풍의 예문이 적격 
할 수도 있다. 즉， ‘저절로’를 ‘힘들이지 않고도’， ‘수월하게’의 의미로 해석하면 분명 적격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말하는 ‘저절로’는， ‘without aid[.자력으로l’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월하 
게’， ‘힘들이지 않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홍미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로밴스어(스페인어)에 
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se construye la casa(por si solo)[ the house is being built(is 
building itselfl]’는 중간 동사가 자력을 의미하는 부사구 ‘por si s이0’와 공기하여 마치 행위 능력을 
지니지 않는 무생물 주어가 스스로 상태 변화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자인 멕시코인 
사제 에밀리오 신부[1997년 당시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frli台市) 니시센다이〔西{i!r台) 가톨릭 교회 
주임신부]에 의하면， 이 표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복 
권 둥에 당첨되어 ‘수월하게’， ‘별 어려움 없이’ 집을 지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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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의 관여를 강하게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예는 중간 동사의 예외라고 생각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간 자동사와 동음 이형의 자발 동사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 

다.1이 〔이에 대해서는 6.4절에서 상술한다) 

넷째，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을 불특정 다수 행위자 ‘우리’ 를 주 

어로 한 가능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의미상 함축되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었다. 

(65) a. 이 차는 잘 움직인다. 
b. 이 책은 잘 읽힌다. 

(66) a. 우리는 이 차를 잘 움직일 수 있다. 
b. 우리는 이 책을 잘 원을 수 있다. 

즉， 예문 (65a)의 ‘잘 움직인다’와 예문 (65b)의 ‘잘 읽힌다’가 예문 (66)의 가능 

구문 ‘우리는’에 적용되는 것에서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는 불특정 

다수 행위자가 의미상 함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간 구문(중간 자동사 구 

문， 중간 수동 구문〕을 ‘우리’를 주어로 한 가능 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 

은 두 구문이 동의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Cho(1993, p. 457)는 Kl형과 K2형의 동사 구문은 ‘우리’를 주어로 하는 
가능 구문과 동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동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Kl형， 

K2형의 동사 구문과 가능 구문이 상호 함의를 허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두 구문은 

상호 함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l형과 K2형의 동사는 영어의 중간 동사에 

상응하는 중간 동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Cho(1993, p. 457)는 상 
호 함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Kl형과 K2형 동사 구문의 의미 내용이 ‘우리’를 주 

어로 하는 가능 구문의 의미 내용을 함의해야 하며， 그 팽도 함의해야 한다고 말 

16) 본 연구에서는 타동사 ‘움직이다’， 자동사 ‘움직이다’， 중간 자동사 ‘움직이다’， 자발 통사 ‘움직이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의 동사형은 동일한 음성형을 지니지만， 통사 구조 및 의미 구조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로맨스어에도 보인다. 영어를 예 
로 들면， ‘John rnoves the car’, ‘the car rnoved', ‘the car rnoves well', ‘the car rnoves all by 
itse!f’에서 보는 것처럽， ‘rnove’가 타동사， 자동사， 중간 동사， 자발 동사(능격 동사)와 통일한 음성형 
을 취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문법에서 중간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는다. 로맨스 
어(스페인어)의 예에서도 중간 동사는 능격 동사{자발 통사)와 통일한 음성형을 취하는 것올 볼 수 
있다. ‘El carro se rnueve por si solo[The car rnoves all by itse!f]’의 ‘se rnueve[rnovel'는 중간 
동사와 동일한 음성형을 취하지만， 자발 부사{구) ‘por si sol이all by itse!f)’와의 공기를 허용하는 것 
에서， ‘se rnueve’ 중간 동사와 동음 이형인 능격 동사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접어 ‘se’와 능동형타 
동사 ‘rnueve[movel'결합은， 관용적(비생산적)이고， 접어와 동사는 분리될 수 없는 마치 단일어와 같 
은 형태적 특질을 지니게 된다. 또한 예문 (2)-(6)에서 본 것처럼， 로맨스어에서는 ‘접어+능동형타동 
사형’의 통사는 능격 동사뿐만 아니라， 중간 동사， 비인칭 수동형의 동샤， 재귀 동사， 상호 동사와도 
통일한 음성형을 취한다. 따라서 중간 자동사와 통일한 음성형올 지닌 자발 통사가 자발 부사{구)와 
공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어에 중간 자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성립한다변， 영어나 로 
맨스어에 중간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성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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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역은 함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h어1993， 1995)는 

이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4.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 동사처럼 보이는 Kl형과 K2형의 동사가 행위자의 의미역을 내포하는 부가어 

와의 공기를 허용하고， 그 귀결로 상태화의 조작을 받지 않는 비상태 동사인 것처 

럼 보이니까 현실상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반해， 예문 (6이과 같이， 불특정 다수 행위자블 주어로 하는 가능 구문은 

일정한 가능성을 기술하기 때문에 상태화의 조작을 받으며， 그 귀결로 비현실상의 

특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이 점은 본고도 동의한다). 현실상은 비현실 

상의 가능성을 전제로 할 수 있지만， 비현실상은 현실상의 가능성을 전제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상의 특징을 지니는 K1형과 K2형의 동사는 비현실상의 특정을 

지니는 가능 구문과 상호 함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법을 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Cho(1993 : 454-455)의 예를 보면， ‘차가 잘 움직인다’， ‘책이 잘 읽힌다’ 
로， 주어는 지시사의 보조를 받지 않으며， 게다가 그 주어는 주격 표지와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4.2절에서 본 것처럼， 주어가 지시사의 보조를 받고 

주제 표지 ‘은/는’과 결합하는 것은， 중간 동사의 주요한 특질이었다. 그리고 이러 

한 특질을 지니는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가 상태화의 조작을 받는 상태 동사 

이라는 사실은 이미 4.3절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Ch아1993， 199되의 예는 예문 

(65)에서와 같이 ‘이 차는 잘 움직인다’와 ‘이 책은 잘 읽힌다’로， 가능 구문은 예문 

(66)에 보듯이， ‘우리는 이 차를 잘 움직일 수 있다’와 ‘우리는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로 해서 서로 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사실은 중간 자통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 ‘이 차는 잘 움직인다’와 ‘이 책은 

잘 읽힌다’의 주어， ‘이 차’와 ‘이 책’이 가능 구문에서도 동일한 명사구인 것， (기 

저)목적어에 일반적 특성이 부여되는 것， 그 귀결로 중간 수동 구문{중간 자동사 

구문)과 가능 구문 모두 불특정 다수 행위자의 행위 일반과의 관계만을 기술한다 

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기 

중간 구문에는 불특정 다수 행위자의 존재가 의미상 함축될 뿐， 특정한 행위자 

는 통사상 명시될 수 없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 (67)-(68)에서는 특정한 행위자 ‘철 

수’， ‘영희’를 지시하는 어구를 통사상 명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67) a. 종이 메리에 의해 울린다. 
b. 영회에게 이 책이 잘 원힌다. 

그러나 예문 (67a, b)가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인 것으로 생각해서 

는 안 된다. 즉， 예문 (67)-(68)과 같이， K1형과 K2형의 동사에 행위자의 존재가 통 

사상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동사와 수동사로서 이들 동사와 동음 이 

17) 이것은 일본어와 로맨스어(스페인어)의 중간 구문이 각각 불특정 다수의 행위자를 주어로 한 가능 
구문과 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대cf. 千昊載， 1998a; 千昊載，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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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인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행위자는 통사 

상 명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8) 

4.5. 總稱性

한국어에 중간 수동 구문과 중간 자통사 구문이 존재한다고 하는 또 다른 근거 

로서 이들 동사 구문이 총칭적 해석(generic interpretation)을 허용하는 사실을 

들수있다. 

우선， 4.3절에서 살펴본 것처 럼， 중간 수동사와 중간 자동사는， 상태 동사의 특성 

을 지닌다. 기저 타동사의 목적어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특성은 불변화를 의미 

하기 때문에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는 기본적으로 상태화의 조작을 받는다. 

즉 누구라도 일정한 행위를 특정 기저 목적어에 가하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일 

반적 특성이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휘되는 것을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총칭 

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4.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는 의미상 

불특정 다수 행위자가 함축된다. 나카무라{1995， p. 82)는 영어의 중간 구문에는 

[+HUMAN, -tGEN많IC]의 의미 소성으로 이루어진 ‘arbitrary interpretation [자의 
적 해석]’이 행위자에 부여되는 것에 의해서 중간 동사는 총칭적 해석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하의 예 (69)는 중간 수동 구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총칭적 해석을 허 

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수동 구문이 될 수 없다. 특정한 행위자 ‘아버지’나 추량 

요소 ‘-것 같-’에서 [+HUMAN, -GENERIC]이 지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68) a. 이 나무는 잘 잘린다. (중간 수동 구문) 

(69) a. 참나무가 아버지에 의해 잘렸다. (수동 구문) 
h 이 나무는 잘 잘렬 강강다". (수동 구문) 

수동 구문에는 예문 (69a)에서 보듯， 특정한 행위자 ‘아버지’라는 의미 역이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구문은 특정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게 되고， 

그 귀결로 총칭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 이외의 행위자는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중간 수동 구문에는 기저 목적어 ‘나무’에 

일반적 특성이 내재된 피행위자(patient)의 의미역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라도 그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있다. 이것은 4.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 중간 

구문이 불특정 다수 행위자를 주어로 하는 가능 구문과 동의 관계를 지니는가라는 

18) 아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동사가 총칭적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4.5.절의 예문 (68)-(69)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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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았다. 

그 다음으로 예문 (69b)가 중간 수통 구문을 예시할 수 없는 것은， 문장 중의 추 

량 표현 ‘-것 같-’이 일인칭 화자가 지시하는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를 암시하여， 그 

결과， 총칭적 해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수동 구문은 기저 목적 

어가 지시하는 주체와 불특정 다수 행위자의 행위 일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외의 의의는 지닐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4.6. 難易 副詞

한국어에서 중간 수동 구문과 중간 자동사 구문이 존재한다고 하는 마지막 근거 

로 영어의 중간 구문과 마찬가지로 이들 구문이 難易 副詞나 가능 요소의 보조를 

받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0) a. 이 종은 잘 울린다. 

a’. ?이 종은 울린다. 
h 이 책은 잘 읽힌다. 
b'. ?이 책은 원힌다. 

예문 (70a’， b’}에 보듯， 한국어의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서는 난 

이 부사 ‘잘’의 보조가 없으면 문장의 적격도가 떨어진다)9) 이미 Cho(1993, 1995) 
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Ch아1993， 1995)가 한국어의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을 난이 부사의 보조가 없어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에 대해， 본고는 한국어의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영어 및 일본어， 로맨스어 등과 마찬가지로 난이 부사의 보조에 의해 적격 

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은 잘 읽힌다’와 ‘이 책은 읽힌다’ 두 

문장에 대한 적법성 판정을 한국인 화자들에게 의뢰하면 모든 화자들이 난이 부사 

‘잘’이 들어간 문장이 적격하다고 말한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중간 수동 구문과 중간 자동사 구문은 ‘수동’과 ‘가 

능’의 의미를 내포한다.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기저 목적어에 내재 

되어 있는 일반적 특성이 행위자의 관여(수동)에 의해 발휘될 수 있는 것(가능}을 

기술하기 때문이다.2이 

(71) a. 이 트럭은 잘 융직인다. 
b. 이 트럭은 잘 움직여질 수 있다. 

19) 일본어나 로맨스어{스페인어)에서도 같온 현상이 보인다고 한대cf. 千昊載1998a， p. 18.도 1999c, p. 298; 
2000, p. 49). 

20) 千昊載(2000， p. 49)에 의하면， 스페인어의 중간 구문에도 ‘수동’과 ‘가능’의 의미가 내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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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 이 책은 잘 읽힌다. 
b. 이 책은 잘 읽혀질 수 있다. 

5. 중간 수동 구문， 중간 자동사 구문의 설정 의의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일부 자동사형 구문이나 일부 수동형 구문이 특별한 의미 

를 멸 때 그것이 타동사와 수동사의 중간 구성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구문들을 중간 구성이라고 하면 다른 구성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 

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i)이 책이 읽힌다. ii)이 책은 읽힌다， iii)이 책은 잘 원 

힌다. iv)이 책은 젊은 사람한테 잘 원힌다". v)이 책은 잘 원혔다. 가운데 iii)의 

구문은 중간 수동 구문으로서 다른 구문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K2형의 동사를 술어로 하는 다양한 구문 가운데， iii)의 구문을 중간 

수동 구문으로 간주해본들， 한국어 문법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구문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중간 수동 구문과 중 

간 자동사 구문의 설정 의의를 설명한다. 

한국어 문법에 중간 수동 구문과 중간 자동사 구문을 설정하는 것은 이하의 몇 

가지 언어학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4.3절 

에서 논의한 K1형， K2형 동사 구문과 양태 부사， 난이 부사， 행위자 지향의 부사， 

자발 부사 등과의 관계는 정교환(1987)， 민현식(1995)， 손남익(1995)， 임유종(1999)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어 부사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 

위자 지향의 부사를 예로 들면， ‘책이 조심스럽게 원힌다’라는 예문에서 보듯， K2 
형의 동사 ‘원힌다’가 과연 행위자 지향의 부사 ‘조심스럽게’와 공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부사 수식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K2형 동사의 본질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4절에서 본 것처럼， 중간 자동사가 기저 타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한만큼 ‘움직이다’나 ‘울리다’ 등과 같은 K1형 동사의 파생법이나 K1형 동사 

구문의 통사 의미론적 특정을 둘러싼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박승윤(1984)， 고영근(1986)， 연재훈(1989)， 權度陽(1993)，

홍재성(1987ab; 1989; 1990; 1997), 金용燮(1990)， 송철의(1992)， 우형식(199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셋째， 4.3절에서 보았듯이， 상태 동사의 특정을 지니는 중간 자동사와 중간 수 

동사에 선어말어미 {-느-}만이 삽입되며， 그것이 중간 동사 구문의 주요한 특질이 

된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 {-느-}의 형태의미론적인 독립성을 주장한 임홍빈(1998) 

의 연구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상태 구문의 특정을 지니는 중간 자동사 구문， 중간 수동 구문과 부가어 

와의 문법 관계 해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상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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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처소격 표지 ‘에서’， 상태 동사와 명 령 형， 상태 동사와 ‘-고 있1-어 있’， 상태 

동사와 행위자 지향의 부사， 상태 동사와 의사분열문， 상태 동사와 목적절， 상태 

동사와 단순반복 현재시제， 상태 동사와 가능 요소， 상태 동사와 주어와의 문법 

관계 해명이다. 

다섯째， 중간 수동 구문， 중간 자동사 구문의 주어와 주제 표지 ‘은/는’ 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 총칭문에 있어서 주제 표지뿐만 아니라 

주격 표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영철(1997)의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섯째， 보편문법에 대해 공헌할 수 었다. 한국어의 중간 수동 구문， 중간 자동 

사 구문이 관련 동사 구문과 동음 이형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비단 한국어에만 

국한된 언어 현상이 아니다. 영어， 로맨스어， 일본어에도 동일한 언어 현상이 존 

재한다{cf. 예문 (2)-(6), 본고의 住16)， 千昊載(1998ab; 2000)]. 따라서 한국어 문법 

에 중간 수동 구문〔중간 자동사 구문〕을 설정하는 것은 인간 언어의 보편적 특질 

이 영어의 중간 구문적 표현 방법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최근 Kuroda(1993)와 카게야마(影山， 1996)로 대표되는 단어형성이 

론(word formation theory)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카게야마(影山， 

1996, pp. 183-205)는 어떤 동사의 특정한 통사 현상이 존재하고 성립하는 근거가 

어떤 형태적 특정을 지니는 개별 어휘(접미사}에 내재된 의미 특정에 였다고 주 

장한다. 한국어를 예로 들면， {-니계 형태소를 타동사화 접미사로 보는 관점에서 

는 타동사화 접미사가 결합된 동사를 단일어(single word)로 보고， 그 동사를 술 

어로 하는 문장에 補文 構造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사역의 의미(타동사의 의미} 

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사역의 의미가 내재된 {-i-} 

계 형태소가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cf. 宋昌善(1993)]. 이것은 동사 형성에 관여하는 접미사의 형태와 의미가 합 

치하는 것， 나아가서는 어떤 동사를 포함한 구문이 지니는 통사 구조와 의미 구 

조는 특정한 형태적 특정을 지니는 접미사의 의미 특정에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이론은 현대 언어학의 중심 이론이 되어 었다. 

그련데， 만약 이 사실이 옳다면， 千昊載n998a)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어의 중간 

자동사가 자발 동사， 자동사 등과 동일한 음성형을 취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 

다. 이 사실은 카게야마{影山， 1996)의 주장에 대한 심각한 반례가 된다. 특정한 

형태적 특정을 지니는 접미사는 동사 어간에 결합되어 특정한 의미만을 나타내어 

야 하며 그 이외의 의미를 지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카게야마(影山， 1996)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음 이형인 {-i-}계 형태소가 제각기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 

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요하다. 즉 수동 형태소 둥과 동음 이형인 중간 

수동 형태소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 동사 형성에 관여하는 특정 접미사의 형태와 

의미가 합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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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동사를 포함한 구문이 지니는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가 특정한 형태적 

특정을 지니는 접미사의 의미 특징에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까지도 

설명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상태 동λ} 테스트를 행하면서 {-i-}계 형태소가 결합된 

K2형의 동사 구문이 수동 구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니계 형태소를 수동 

형태소로 또는 일종의 자동사화 형태소로 보는 어느 한 쪽의 견해에 새로운 시사 

점을 제시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Lee(1987)는 {-i-}계 형태소가 

접미사이며， 그 접미사와 결합한 동사는 형태적으로는 단일어이며， 통사적으로는 

행위자항을 명시할 수 없으며， 의미적으로는 자발적 인 사건(spontaneous event) 
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았다. 그러나 4.3절에서 본 것처럼， 상태화의 조작 

을 받지 않는 K2형 동사 구문의 존재를 고려하변 이러한 Lee(l987)의 주장은 수 

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관련 구문과의 비교 

이 절에서는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을 위시하여 자동사 구문， 수 

동 구문， 자발 구문 둥과 비교하는 것에 의해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 

문이 다른 구문과 구별되는 독립 구문인 것을 논의한다. 이하의 절에서 이들 동 

사 구문을 비교하는 것은 각 구문의 성립에 관여하는 동사가 중간 자동사{중간 

수동사)와 형태적으로 동일하고， 통사적，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6.1.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의 비교 

4.2.절-4.6.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을 비교할 

때 이들은 주어가 기저 목적어라는 것， 상태 동사를 술어로 취한다는 것， 불특정 

다수 행위자를 함축한다는 것， 기저 목적어의 일반적， 총칭적 특성을 기술한다는 

것， 난이 부사와 가능 요소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지 

닌다. 

그러나 차이점은 우선 중간 자동사 구문의 술어 형태가 기저 타동사 구문의 술 

어 형태와 동일한 형태적 특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간 수동 구문의 술어 형태 

는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영어 중간 동사는 기저 타동사와 동일한 음성형을 취하 

는 것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중간 자동사 형식뿐만 아니라， 중간 수동의 형식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타동사에 대웅하는 중간 자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 

가 사용되고， 없으면 중간 수동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는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이 공존하며 일정한 역할 분담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 구문적 표현 체계 전체를 보면 한국 

어와 영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타동사 구문에서 중간 구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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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때 영어에서는 기저 타동사와 동일한 형식이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타동사와 동일한 형식과 다른 형식이 사용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6.2. 자동사 구문과의 비교 

중간 자동사 구문과 K1형의 자동사 구문은 동일한 음성형을 지니고 표변상 통 

일한 비대격자동사구조 《내재 논항(internal argument)+비대격자동사〉를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73) 이 트럭은 잘 움직 인다O. (중간 자동사 구문) 

(74) 트럭 이 움직였다. (자동사 구문) 

자동사 구문 (74)는 특정한 시점의 일시적 변화를 기술하고 비상태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진행형이나 명령형과 공기한다{cf. Ch어1995)]. 이에 반해， 중간 자 

동사 구문 (73)은 4.3절에서 본 것처럼， 상태 동사 구문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자동사 구문에는 의미상 행위자가 함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중간 

자동사 구문에는 의미상 행위자가 필연적으로 함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올 보인 

다. 또한 중간 자동사 구문에는 총칭적 해석이 적용되지만， 자동사 구문에는 총칭 

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cf. (4.4절-4.5절)]. 

6.3. 수동 구문과의 비교 

중간 수동 구문과 K2형의 수동 구문은 동일한 음성형을 지닌 동사를 술어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후자의 수동 구문에는 행위자의 존재가 통 

사상 隨意的으로 명시될 수도 안 될 수도 었지만， 전자의 중간 수동 구문에는 특 

정한 행위자가 통사상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cf. (4.5절)]. 

(75) 그 책은 잘 원힌다. (중간 수동 구문) 

(76) 그 책은 (나폴레옹에게) 많이 얽혔다. (수동 구문〕 

그리고 수동 구문은 상태화의 조작을 받지 않는다{(4.3절)]. 그 근거로 수동 구 

문은 진행형， 행위자 지향의 부사 등과 공기하며， 과거시제형， 의사분열문， 단순반 

복 현재시제 등에 생긴다. 이에 반해， 중간 수동 구문은 상태화의 조작을 받으며， 

그 귀결로 진행형， 행위자 지향의 부사와 공기하지 않으며， 과거시제형， 의사분열 

문， 단순반복 현재시제 동에 생기지 않는다. 또한， 수동 구문에 있어 총칭적 특성 

은 필연적인 특정도 전형적인 특정도 아니지만， 후자의 중간 수동 구문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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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전형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두 구문은 구별된다{cf. (4.5절)]. 

6.4. 자발 구문과의 비교 

중간 자동사와 자발 동사는 표변상 동일한 비대격자동사구조를 지니고 주어에 

어떤 성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기술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77) 이 차는 잘 움직 인다. (중간 자동사 구문j 

(78) 차가 저절로 움직 였다. (자발 구문) 

첫째， 중간 자동사 구문은 대옹하는 타동사 구문을 지니지만， 자발 구문은 대응 

하는 타통사 구문을 지니지 않는다. 중간 자동사 구문 (77)은 주어의 일반적 특성 

이 함축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 행위자의 관여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을 기술하지 

만， 자발 동사- 구문 (78)은 부사구 ‘저절로’와의 공기를 허용하는 사실에서 결국 

외부 행위자의 관여를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문 (79)에 보는 것처럼， 

자발 구문이 중간 자동사 구문과는 달리， 외부 행위자의 관여를 배제하는 표현 

‘~는 대로 내버려두다’와 공기하고， 외부 행위자의 관여를 강력히 시사하는 표현 

‘차를 미니까’나 목적절 ‘환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와는 공기하지 않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79) a.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b.*차를 미니까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 

c.*화자를 심어 나르기 위해 차가 저절로 움직인다. 

둘째， 예문 (80)에 보듯， 중간 자동사 구문은 주어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때문에 상태적이며， 그 귀결로 명령형이나 진행형 등과 공기해서는 안 되지만， 자 

발 동사는 특정 시점의 상태 변화를 기술하기 때문에 비상태적이며， 그 귀결로 

‘일어나다’나 진행형， 병령형 등과 공기하며 과거시제형에 생길 수 있다. 

(8이 a. 차가 움직였다. 그 일은 조금 전에 윌언않단. 
b. 움직보략， 차야! 

c. 사람이 없는데도 차가 움직이콕융A다. 

d. 차가 저절로 움직영다. 

셋째， 중간 자동사 구문에서는 동사가 주어에 내재된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지 

만， 그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예문 (81a)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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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중간 자동사 구문은 난이 부사를 필수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의해 주어의 일 

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 예문 

(81비에 보듯， 자발 동사 구문에서는 난이 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자발 동사 구 

문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자발적인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데에 중접이 두어지기 

때문이다.21) 

(81) a 이 차는 갚 움직 인다. (중간 자동사 구문) 
b. 차가 움직였다. (자발 통사 구문) 

7. 결 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영어 중간 동사 구문의 문법 특정을 한국어 문법에도 적용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해왔다. 즉 영어 중간 동사 구문의 제 특정을 한국어 

에 적용시켜보면， K1형과 K2형의 동사를 술어로 하는 중칸 자동사 구문과 중칸 

수동 구문이라는 개별 문법을 도출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영어와는 

형태적으로는 다른 중간 수동 구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어의 중간 구문과 동 

일한 의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의 중간 구문적 표현 방법은 개별 

언어에만 국한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역 구문과 같이 인간 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 표현 방법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 입각하면 영어의 중간 구문적 표현 방법을 다른 제 외국어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귀결로 한국어의 중칸 자동사 구문과 중칸 수동 구 

문과 같은 개별 문법이 기타 제 외국어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제 외국어간의 유형론적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어 개별 문법 및 보편 문법에 

도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영어 중간 구문적 표현 방법이 적 

용된 각 언어의 동사 구문은 궁극적으로 특정 단어형성가설{동음이의설， 다의설)을 

지지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영어 중간 구문적 표현 

방법이 특정 언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왜 적용되지 않는가를 고찰하게 되 

는 동기를 제시해주게 되어 결국은 특정 언어의 특이성 해명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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