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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as a special kínd of causatíve construction ín which the addi
tíon of a causatíve Morpheme to the base verb does not result in an in
crease in its valence, unlíke the canonical causative construction. We refer 
to such causative constructions as “non-canonical causatíves". In this pa 
per, we shall focus on the “ non-canonical causatives" to shed light on the 
following two important íssues: (1) What is the motivation behind the 
“ non-canonical causatives" ín Korean? (2) How do we defíne the functíon 
of the causative morpheme in order to provide a unified account of the 
causative constructions as a whole, encompassíng canonical as well as 
non-canonícal ones?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at both of these ís
sues can be accounted for by characterizing the function of the causative 
morpheme in semantic terms, that ís, by defíníng it in terms of the no
tíon of semantic transitivity which entails outward development of an 
action. 1 propose ORIGAMI MODEL for a unifíed account of this phenom
en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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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률머리 

전통적으로 사동사는 비사동사와의 형태적 대옹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사동사는 비사동사보다 하나 더 많은 결합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동구문은 비사동사의 항에 사통주의 항을 새로이 덤붙여서 결합가를 

증가시킨다)) 

* 이 논문은 일본 학술진흥회 및 평성 14년도(2002)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의 보조를 받고 이루어 

진 연구 중 그 일부이다. 이 논분의 초고는 2003년 3월 서울대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가졌 
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민 교수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1) Comrie (1976), Comrie (1981, 1989), Dixon (2000) 퉁을 참조바람. 한편 60년대 이후 생성의미론의 
이론적 틀 안에서는 사역형태소를 갖고 었지 않는 Kill과 같은 타동사를 CAUSE TO BECOME 
NOT ALIVE로 분석하게 되면서부터 CAUSE의 의미를 포함하는 타동사도 사동사로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McCawley 1968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목적이 사통형식의 기능올 파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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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형 식 적 인 정의 에 들어맞는 사동구문을 규범적 사동구문(canonical 

causative constructions)이라 한다면， 한국어에는 사동형식이 표면에 나타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적으로 항을 증가시키지 않는 비규범적 사동구문(non-can

onical causatíve constructions)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규범적 사동구문〉 

(1) a. 빨래가 말랐다. (비사동형) 
b. 어머니가 빨래를 말렸다. (사동형) 
c.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빨래를 말리게 했다. 

(2) a. 영이가 영어 공부를 했다. (비사동형) 
b. 선생님이 영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켰다. (사동형) 
c. 선생님이 영이에게 영어 공부를 하게 했다. 

〈비규범적 사동구문〉 

(3) a. 영이가 철이에게 순이를 소개했다. (비사동형) 
b. 영이가 철이에게 순이를 소개시켰다. (사동형) 

(cf. *선생님이 영이에게 철이한테 순이를 소개시켰다.) 
(→“선생님이 영이에게， 철이한테 순이를 소개하게 했다라고 하면 됨.) 

본고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가) (3)과 같 

이 사동주(causer)의 항이 새로 도입되지 않고， 또 결합가 증가가 없는데 왜 사동 

형식이 부가될 수 있는가? (나) 이때의 사동형식(또는 형태소)의 기능은 무엇인 

가? (다〕또 사동형태소의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면 규범적 사동과 비규범적 사동 

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비규범적 사동을 포함한 사동구문 전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면， 

사동형식의 기능은 항의 증가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의미적인 측 

면에서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또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 

나는 메커니즘을 ‘종이접기 모델’을 제안해서 설명하겠다. 

있으므로 동사의 형태적 대웅관계를 기준으로 사통형과 비사동형을 구별하고， 사동형식이 표변에 

나타나 있는 동사를 사동사， 나타나 았지 않은 동사를 비사통사라 부르겠다. 이러한 용어법은 어디 
까지나 본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펀의상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CAUSE의 의미를 기준 
으로 사동사를 정의하는 것과는 그 내용이 반드시 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겠다. 따 
라서 특히 3.2에서 논의하는 상태변화 타동사를 보면 얄겠지만 비사동형 동사로 부터도 〔개념적) 의 

미상으로는 CAUSE의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또 이런 의미특정을 가진 동사들이 주로 비규법적 
구문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아래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어 ‘sum’(‘하다’)와 ‘saserzi('시키다’)의 대응관계에서도 비규법적 사통이 나타나며(定延， 1991, 
2000, pp. 101-156; 정성여， 2004, pp. 112-120), 그 외 네왈어(Kiryu， 2001, pp. 3-5), 아랍어(顧井/ 
鄭聖&， 1998) 둥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 일본어의 예에 관해서는 본문 제4장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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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비규범적 사동에 대한 종래의 견해 

종래의 한국어학에서는 (3)과 같은 예가 언어사실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 

체를 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현배(1937， 1994, 

pp. 416-17)에 의하면， 다음의 두 문은 ‘선동하다’， ‘자극하다’로도 충분한 표현이 
므로 (4)는 잘못된 표현이라 했다.3) 또 이러한 견해는 서정수(1996， p. lllO)에서 

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었다. 

(4) a. 김 아무개가 민중을 선동시켜서 
b. 술이란 것은 신경을 자극시킨다. (최현배 1994, pp. 416-17) 

한편 Park (1994, pp. 63-64)은 (5)와 같이 ‘구속하다’와 ‘구속시 키다’의 대응관 
계를 예를 들어， 두 문이 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5b) 
가 결합가 증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시키다’에 대응하는 비사 

동문은 (5a)가 아니라 (6)이 라고 주장했다.4) 

(5) a. 경찰이 인호를 구속했다. 
b. 경찰이 인호를 구속시켰다. 

(6) 인호가 구속되 었다 

또 Kim (1995, pp. 403-07)은， ‘아들을 교육하다’와 ‘아들을 교육시키다’， ‘전선 
을 연결하다’와 ‘전선을 연결시키다’， ‘촌을 석방하다’와 ‘촌을 석방시키다’와 같은 

예를 들어， 이때의 ‘시키다’는 ‘하다’와 의미상으로 동일하므로 사동사가 될 수 없 

다고 했다.5) 다시 말하면 ‘시키다’가 부가되어도 ‘하다’와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항 

3) 최현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 ... ‘하다’ 따위 움직씨를 남움직씨 같이 만들어 쓰는데는 
‘시키’가 필요하지만 본대 남움직씨를 그저 단순한 움직씨로 쓰는데는 조금도 하입의 뜻을 보이는 
‘시키’가 필요 없는 것이 어늘， 흔히들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조심 없이 ‘시키’를 붙여 씀은 우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bid.) 

4) Park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신랑이 신부한테 말을 시켰다’(이때의 ‘시키다’는 ‘했다’와도 교환가능)는 
‘말이 되었다’가 이에 대응하는 비사동문이라 해야하므로 적절치 않다. 또 본문의 ‘구속되다’는 수동 
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수동문이 사통에 대응하는 비사동문으로 취급되어야 하 
므로 부적절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여기서 의미상 통일하다고 하는 Kim의 주장은 ‘연결하다’， ‘교육하다’의 ‘하다’에 의미적으로 사동 
(CAUSE)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다’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었다. 그 
러나 두 동사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교육할 필요 
가 있다”와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와 같이 의미적 차이가 나타난다.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사태이 
나 이런 미미한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동형식이 부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문제가 본 논문의 당면 과제이며， 한국어 사통형태소의 의미기능을 이런 현상을 통해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이다 



52 정성여 

의 증가가 없으나까 의미상으로도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동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항의 증가와 같은 통사적 기준에 들어맞는 구문을 사동으로 인정 

하고자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자세로 보아 왜 한 

국어에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에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중심적 문법현상이 아니라 

주변적 현상이므로 무시 아니면 예외로 취급하면 되지 안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실은 주변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현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취 

급하거나 축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고， 또 언어연구자라면 어떤 형태로든 여기 

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 

쩌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주변적인 현상을 추구하다 보면 한국어 통 

사구조의 형성 원리가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일종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래에서는 한국어 동사의 전 패러다임을 통해， 통사적 기준 

은 적어도 한국어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논의하 

겠다. 

￡ 비규법적 사통과 샤통형태소의 기능 

3.1. 의미적 타동성과 사동형태소6) 

정성여(1999， 2000)에 의하면? 한국어에는 행위가 자기의 영역(sphere)내에 수 

렴되는가 아니면 타자(他者)의 영역에 행위가 미치는가 하는 의미적 기준에 의해 

비사동형〔기본형}과 사동형(파생형〕이 구별되는 통사 그룹이 있다. 

(7) a. 영 이가 (자기의) 손을 씻었다.(2항) 

b. 어머니가 영이의 손을 씻기었다.(2항〕 

(8) a. 영이가 (자기의) 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3항) 

b. 철이가 영이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있다.(3항) 

(7)은 주어가 자기 손을 씻는가 아니면 타자의 손을 씻는가(씻기는가) 하는 주 

어를 기준으로 한 의미적인 대립이 보이며， 비사동형 ‘씻다’와 사동형 ‘씻기다’는 

이러한 의미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7) 이때 사동사는 비사동사와 통일한 항구조로 

6) 타동성의 의미소성(sernantic features)에 관해서는 Hopper & Thornpson (198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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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8)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끼다’ 

가 사용되며， 타자의 손에 행위가 미치는 경우에는 ‘끼우다’가 사용되고 있다. 게 

다가 사동형태소를 부가하더라도 결합가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위가 타자의 영역에 미치는 경우에 비사동형 동사를 사 

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나 불가능하다.8) 

(9) a. ?어머니가 영이의 손을 씻었다. 
b.*철수가 영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어에는 자기 영역내에 수렴되는 행위인가 아니면 타자의 

영역에 미치는 행위인가 하는 객관적인 의미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사동형태소는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가되는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정 

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실은 이러한 의미대립을 표출하는 배후에는 인간 

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의 방식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예로부터 알 수 있다. 

(10) a. ?*반지가 손가락에 잘 안 들어가서， 억지로 끼어 넣었다. 
b. 반지가 손가락에 잘 안 들어가서， 억지로 끼워 넣었다. 

7) 자기 손을 씻는가， 남의 손을 씻기는가 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형태적 대립을 나타내지만 (‘(자기) 
머리를 감다’와 ‘아이 머리를 감기다’도 마찬가지다.) 다른 언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어는 이 때의 ‘씻다’와 ‘씻기다’， ‘감다’와 ‘감기다’ 모두에 ‘洗딩’가 사용된다. 그러나 ‘주인이 
장쇠에게 발을 씻기었다’나 ‘주인이 하녀를 시켜 얘 머리를 감겼다’와 같이 직접 씻어주는 상황이 아 
니라 누구에게 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씻기다’， ‘감기다’이지만 여기에는 ‘洗?’를 대응시킬 수 없고 
‘sase’라는 사통형 접사를 붙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어는 하나의 사동사가 여러 상황에 시용되고 있 
으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소유격구문을 사용하는가 여격구문을 사용하는가 퉁이 결정된다‘ (물론 
통사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먹이다’， ‘읽히다’와 같이， 소유격구문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결합가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피사통주가 통사구조에서 소유격구문에 연결되는가 여격구문 
에 연결되는가 (또 대격구문이냐， ‘ 를 시켜서’와 같은 표현에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역의미 (사역상 
황)과 대응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구문은 서로 다른 사태를 표현하므로 따 
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 소유격구문일 경우에만 결합가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왜 한국어가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생각된다 

8) 만약 (9a)의 문이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었다면， 거기에는 아미도 ‘어머니가 
영이 손을 씻어주었다’와 같이 ‘주다’가 부가된 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변 ‘주다’가 부가되면 이 문장은 ‘어머니가 영이 손을 직접 씻어주었다/씻겨주었다’와 같이， 이 두 문 
이 똑같은 상황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벗어주다/빗겨주다’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주다’가 불올 경우， ‘씻다’와 ‘씻기다’의 의미적 대립이 중화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진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주다’는 그 행위가 자기한테로 향하 
는 게 아니라， 항상 타자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손에 붓을 잡혀주다’와 ‘손에 

붓을 쥐어주다’， 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었다’와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었다’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잡히다’나 ‘가르치다’는 ‘주다’ 없이도 타자에게로 직접 그 행위가 향해 있으나， 후자의 ‘쥐다’ 

나 ‘배우다’는， ‘주다’가 없으면 자기의 영역 안에 행위가 수렴되므로， 이 때 우리는 ‘주다’ 에 의해 그 

행위가 타자에게로 직정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다’는 어휘적사역의 보충형식으 

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여(1999)를 창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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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추우면 이 장갑을 껴라./추워서 장갑을 끼었다. 
b. *추우면 이 장갑을 끼워라j*추워서 장갑을 끼웠다. 

(10)의 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기 영역내에 수렴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어떤 방해가 있어 그렇게 간단히는 행위가 수행될 수 없는 상 

황이 있다. 즉 이 경우의 행위수행에는 반지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이상사태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조 

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의미기준에 따라 사동형과 비사동형의 선태이 자 

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은 비사동형 동사가 선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lOa)는 부자연스러운 문이며， (lOb)처럼 사동형태소를 부가한 문 

이라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또 이것과는 달리 (11)처럼 단순한 착용의 행위를 나 

타내는 경우에는 비사동형 동사가 적절하며 사동형 동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수 있다. 

다음 예도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2)처럼 단순한 착탈행위를 나타내는 경 

우에서의 옷을 벗는 상황에서는 자기 영역내의 옷인가 아니면 타자의 영역내에 

있는 옷인가 하는 의미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13)을 보라. 이것은 언뜻 보기 

에는 자기 영역내의 존재물(즉 ‘때’)이므로 비사동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경우는 오히려 사동형 ‘벗기다’를 사용해야만 된다. 즉 자기 영역내의 

존재물일지라도 때를 벗기는 상황은 옷을 벗는 것과는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붐에 붙어 있는 때를 벗기는 행위는 타인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으며， 둘다 에너지가 드는 힘든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해석(construe)되고 있다는 것이다.9) 

(12) a. 영이가 옷을 벗었다. 
b. 영이가 애 옷을 벗기었다. 

(13) a. *영 이가 몸에 때를 벗었다. 
b. 영이가 봄에 때를 벗기었다. 

여기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의 방식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 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 

명을 부여할 수가 있다. 다음 글은 실제 예이며， 고영근/남기심(1985， p. 288)으로 

9) 일반적으로 자기 옷을 벗을 때 자기 팔이나 다리가 비협력적이어서 행위수행에 방해가 생기거나 힘 
들 거라고는 보통 생각하기 어려우나， 애 옷을 벗길 때 아이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자 

주 있으며， 또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언급해 두지만， 이러한 의미적 요소 

는 동사에 내포되어 있어 그 동사를 사용할 때 환기되는 개념적 의미(의 일부)이지 발화 현재시에 

주어진 화용론적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애가 양전해서 옷을 벗기기가 아무리 쉬운 상황 

- 이 현재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애 옷을 벗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규범적 사동구문과 바규벙적 사동구문 ss 

부터 재인용했다. 

(14) “신방 차릴 때 ... 버선 한 짝 벙견 놓고 치마끈 끌르고 족도리 쁘견 놓고 
누우니까 이불 덮어 주더구만 그래 열 일곱까지 아우 동생처럼… 그이 

가 길러서， 길러서 아낼 삼았어유 .. 0." (밑줄은 필자) 

(14)에서는 신부인 화자가 자기의 버선이나 족도리를 벗는데 사동형인 ‘벗기다’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0) 그러나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한테 있어서 이 글은 

‘벗다’가 자연스러우며， (14)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먼저 여기에는 신혼초야임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스스로 자기 옷을 벗어 

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옷을 벗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인식이 화자한테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이상사태에서는 

입고 있논 옷이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 재인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우 

리는 ‘몸에 때를 벗기다’와 같은 상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4)의 

표현은 아마도 화자한테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때를 벗기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재해석되었기에 사동형태소를 부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아래의 예를 보라. (15)의 표현은 씻는 대상이 실제로는 ‘때’가 아니라 ‘몽’이 

라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씻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는 대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변 (16)의 표현은 ‘때’가 행위의 대상， 즉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위치 

변화를 겪는〕 대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통사적 표시와는 달 

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신체부분이 행위의 대상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부착물 

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차이가 (15b)와 (16b)의 적격성 여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후자일 경우에는 사동형과 비사동형이 둘다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된다. (15-16)은 다 자기 봄일 경우이다)1) 

(15) a. 영 이가 붐에 때를 씻었다. 
b. *영 이가 붐에 때를 씻겼다. 

10) Alan H. Kim 교수는 필자와의 개인적 당화에서， 이 문은 고전한국어를 참조해 보면 교체지시 
(switch reference)로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다. 즉 ‘(신랑이 나의} 버선 한 
짝 벗겨 놓고 .. (내가) 누우니까 {신랑이〕 이불을 덮어 주더구만.’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필 
자는 이 분을 교체지시라기보다는 비규범적 사동의 용법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래의 고전어 해 
석에 있어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사동형태소， 즉 자기 영역내에서의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 부가되 
는 사동형태소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현대어로 보면 위와 같은 교체지시 
문은 이해하기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11) (l6b)에 대해서는 화자에 따라 판정이 흔들리고 있어， 이 표현올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화자도 있 
다. 그러나， 적어도 (l5b)보다는 훨씬 나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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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영이가 폼에 때를 깨끗이 씻어냈다. 
b. 영이가 붐에 때를 깨끗이 씻겨냈다. 

이상과 같은 의미적 타동성의 상황과 또 거기에 연동해서 부가되는 사통형태 

소의 파생의 모습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기의 영역 밖 
자기의 영역내 

타의 물건 타자의 영역 

신체부분> 옷> 때> 감자> 때> 옷> 신체부분 

방해가 적음 (小) • 에너지 • (大) 방해가 많음 

‘씻다/벗다’ • 

‘씻기다/벗기다’ 

[그림 1] ‘씻다/벗다’의 파생의 모습과 의미적 타동성의 스케일 

[그림 1]이 나타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의미적 타동성과 사동형태소의 부가(1) 

1. 자기 영역내에 수렴되는 행위일수록 행위수행에 있어 방해가 적으며， 타 

자의 영역에 미치는 행위일수록 방해가 많아진다. 즉 자기의 영역내 >

타의 물건〉 타자의 영역， 의 순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해가 많으며， 

또 에너지도 보다 많이 필요로 된다. 

2. 사동형태소의 부가는 타자의 영역에 미치는 행위수행의 경우처럼 방해 
가 많은 상황인가 아닌가， 즉 그와 동등하게 에너지가 필요로 되는 상 

황인가 아닌가 하는 의미적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 

다음은 [그림1]이 보여주는， 자기 영역인가 타자 영역인가 하는 면에서의 의미 

적인 최대대립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쌍이다. 이들은 행위의 결과가 자기 신체부 

분에 잔존하는가， 아니면 타자의 신체부분에 잔존하는가 하는 의미기준에 의해 

비사통형과 사동형이 대립하며， 또 결합가는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12) 

12) 이들 동사의 결합가를 증가시키려연， 예를 들어 ‘영이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다’의 ‘영이의’의 부분을 
소유격에서 대격 또는 여격으로 격교체를 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다시 말하연 ‘영이를 머리에 모자 
를 씌우다’， ‘영이에게 머리에 모자를 씌우다’와 같이 격교체에 의해 비로소 규범적인 사동구문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또 ‘머리에’를 생략하므로서 직접 씌우 주지 않고 시키는 상황도 표 

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이런 의미적 변화가 격교체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주7도 참조바람. 

따라서 문법연구에 있어 보다 중심적인 운제가 아닌 주변적인 것을 들고 나오는 데에는 이러한 동 
사들이 결합가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규범적 구문이 가능하니까 문제삼을게 없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 

니라， 이들 동사에는 왜 결합가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 구문이 연결 가능한가? 하는데 대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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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머리에 물동이를) 이다: 이우다， (등에 애를) 업다: 업히다， (손에 짐을) 들 
다: 들리다， (머리에 모자를) 쓰다: 씌우다， (동에 짐을) 지다: 지우다， (입에 

담배를) 불다: 물리다， (머리를) 감다(洗): 감기다， (눈을) 감다: 감기다 

3.2. 상태변화 타동사 

2장에서 이미 문제의 소재가 확인된 바와 같이， (위치변화를 포함하여) 상태변 

화를 나타내는 많은 동사들이 결합가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즉 비규범적 사동구 

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하다’와 ‘시키다’의 대응관계를 갖는 한자어 

동사들이나， (19b)와 같은 고유어 동사들도 있다)3) 

(19) a. 이 전하다: 이전시키다， 감금하다: 감금시키다， 구속하다: 구속시키다， 
차단하다: 차단시키다， 게재하다: 게재시키다， 연기하다: 연기시키다， 

환원하다: 환원시키다， 교육하다: 교육시키다…. 

b. 감다(칠사):감기다， 싣다: 실리다 

이러한 동사들은 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위가 자기 영역내에 수렴되는가 

아니면 자기 영역 밖으로 향하는 것인가 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의 

미기준이 당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결합가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비 

규범적 인 사동구문을 만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타통사를 기반으로 해서 왜 

또 타동사를 파생시켜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동사들도 (17)에서 

제의한 의미적 타동성의 개념 내에서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보여주겠다. 덧붙이자변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16)과 같은 예를 이미 보아왔으 

며， 따라서 상태변화 동사들의 이러한 파생이 전혀 예상 밖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겠다. 주1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 

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사동이라 부르는 동사들과는 달리， 상태변 

화의 타동사를 사동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 

경이 있다.60년대 후반 생성의미론의 이론적 툴 안에서 Kill과 같은 타동사가 

CAUSE TO BECOME NOT ALIVE로 분석되 면서부터， CAUSE의 의 미를 포함 
하는 타동사도 사동사로서 인정되게 된다 (McCawley, 1968). 그 후 주로 어휘개 
념 의미론자들에 의해 동사〔술어)의 의미표시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Vendler 

적인 의문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분의 2장에서 언급했듯이 또 이러한 주변적인 현상 

을 추구하다 보면 한국어 통사구조의 형성원리가 얼마간은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확산하기 때문이 
기도하다. 

13) ‘감기다’와 ‘실리다’는 예를 들어 ‘누가 고양이 목에 맛줄을 감겨 놨지2’ (cf. 새우리말 큰사전) 라든가 
‘배에 점을 가득 실려 보냈다'(cf 조선어대사전)， 또는 ‘노래를 전파에 실려 보냈다’(cf. 민중 에센스 
일한사전)와 같은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 또 ‘하다’와 ‘시키다’에 대해서는 김성주(2003)을 참조바람 
많은 예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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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의 동사의 상적 분류를 발전시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표시 방식 

이 채용되고 있다，14) 

(2이 동사의 4분류와 술어 의 의 미표시 

a. 상태 동사(state verbs): BE , STATE 

b. 행위 몽사(active verbs): ACT , ACT-ON , DO 

c. 도달동사(achievement verbs): BECOME 

d. 완성동사(accomplishiment verbs): CAUSE-BECOME-STATE(BE) 

상태변화의 타동사는， 전형적으로는 영어의 break， open과 같은 동사이며， 이 

것은 또 완성동사로 분류되므로， (20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동(cause)의 의미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즉 상태변화 타동사도 의미상으로 보면 사 

동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휘내부에 이미 CAUSE의 의미를 갖고 있 

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변화 타동사에， 다시 사동형식을 부가하는 데에는 어떠 

한 의미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일까? 

먼저 본고에서 채용하는 사동의 정의를 (21)과 같이 명시를 해 놓고， 이 문제에 

들어가겠다. 

(21) 사동의 정 의15) 

a. X→ Y(원인사태 X가 결과사태 Y를 일으킨다.) 

가. X (El) > Y (E2): El이 E2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거나 또는， 
나. X(El)늘 Y(E2): El이 E2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며， 공간적/시 

간적 겹침 이 었다.(E: EVENT) 

b. X CAUSE Y 

~ 
[x DO-SOMETHING ] CAUSE [BECOME [y BE ] J .. (i) 
[x DO-SOMETHING ] CAUSE [BECOME [y DOJ J .. (ii) 

7}. x가 어떤 행위를 하여 y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도록 y의 상태변 

화를 일으키거나 (i), 또는 

나. y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한다 (ii). 

그러면 다음 예를 보자. 

14) Levin & Lappaport (1995), 影山(1996)， JLæ(1998) 둥을 참초. 彩山(1996， p. 86)에서는 CAUSE의 
개념 대신에 CONTROL을 제안하기도 한다. 

15) Shibatani (1976), 間木(1997， pp. 163-185)를 참조. (21b)의 이탤릭체 소문자 X와 y는 각각 E1의 원 
인사태 X와 E2의 결과사태 Y의 주역(protagonist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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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아버지가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했다. 

b. 아버지가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시켰다. 

위 예는 비사동형과 사동형이 동일한 항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는 사무실의 이전(이사)이 (아버지의 이동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지시감독 

하에서만 이루어 졌는가{사동형)， 그렇지 않은가(비사동형) 하는 사동상황(x 

DO-SOMETHING)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22a)는 (실 

제로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동주인 

아버지가 서울로 이동함과 함께 사무실이전도 직접 수행된 것으로서 이해된다. 

이에 반해 (22b)는 아버지가 {실제로 서울로 이동하고 안하고 와는 상관없이} 사 

무실 이전을 지휘하는 감독자가 된다. 따라서 이때의 사무실이전에는 (22a)와는 

달리， 통사구조에는 나타나지 않는 탈초점화된 피사동주(defocused causee)의 

존재를 의미상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6) 

다음 (23)의 예에서도 (22)와 유사한 상황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여기서도 통사 

구조상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는 통행인의 존재가 있다. 그러나 (23a)가 나타내는 

의미는 길의 차단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군인들이 직접 길에 서 있기만 해도 

되므로， 여기서의 통행인은 사동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지 길이 막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길을 통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확인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 

이다. 이에 반해 (23b)가 표현하는 길의 차단상태는 군인들이 밀려들어오는 통행 

인들을 막아내기 위해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아니면 통행인들을 직접 밀쳐 

내든지 해야만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통행인은 비록 통사구조에는 나타 

나지 않으나 사동상황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며， 또 

주어의 행위가 향하는 의미상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3a) 
는 주어의 행위가 대격 표지의 ‘길’에 직접 향하고 있으나， (23b)는 오히려 통행 

인에게로 향해 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의미상으로 차이가 난다. 

(23) a. 군인들이 길을 차단하고 있다. 
b. 군인들이 길을 차단시키고 있다. 

16) 그러나 (22b)가 정보의 결여감을 주는 문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킬 바란다. 만약 탈초점화된 피사 
동주의 존재를 문중에 넣어 표현해야만 한다면 ‘이전시켰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사람들을 시 
켜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했다.’라고 해야 된다. 이 때의 ‘이전했다’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펀지를 보냈 
다’라면 보통은 직접 보낸 것으로 이해되나，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 펀지를 보냈다.’라면 그렇지 않 
은 것과 같다. 따라서 ‘시키다’에 나타나는 달초점화된 피사통주의 개념은 심사위원의 한분이 지적한 

대로 Talmy (2000, p. 263)의 닫힌 논항(blocked complement)과 관계가 였다. Talmy에 의하연 
닫힌 논항은 술어와 연결되어 있지만 술어의 어휘적 특성으로 인해 출현하지 못하는 논항을 말한다. 
예 는 다음과 같다. “1 spent $50 for this book [*fromlby /to/for ... the clerk] at that store last 
Friday." 본고의 입장에서 말하면 탈초점화된 피사동주는 통사구조인 논항구조(argument struc
ture)에 연결되지 않으나 사태의 해석에는 나타나는 이벤트의 참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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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의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24)의 성립여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24a) 
와 같이 트럭이 길에 단지 서 있기만 해도 차단이라는 결과상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가 무생물일지라도 자연스럽다. 이때의 통행인은 결과적으 

로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존재로서 묘사된다. 한편 (24b)는 진입해 들어오는 

통행인을 트럭이 막아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 

(24) a. 트럭 이 길을 차단하고 있다. 
b. 객트럭이 길을 차단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동형동사를 사용할 경우， 통사구조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사 

동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피사동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때의 사동주의 행위는 통사구조상에서 표시하고 있는 대상---즉 (23)에서는 ‘길’ 

---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대상인 탈초점화된 피사동주에게 

로 향해 있기 때문에 통사상의 대상{‘길’)과의 관계는 보다 간접적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탈초점화된 피사동주를 의미상 포 

함할 경우 해석상으로는 어떠한 의미적 공헌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의 통행인의 경우는 사동주의 행위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따 

라서 사동주는 이러한 방해물을 물리치고서 결과사태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므 

로， 여기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게 

된다. (22)의 경우도， 만약에 아버지가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고자 하나 아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면， 또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무실 이전을 

감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경우 ‘이전했다’ 보다는 ‘이전시켰다’를 더 적절한 

표현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동주와 피사동주 간의 대항적인 역관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감금하다’나 ‘구속하다’와 같은 동사들이다.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 등을 

제시하거나 해서 수월하게 내지는 정상적으로 범인을 구속 또는 감금하는 상황 

이었다면， 보통은 비사동형 동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피사동주의 저항 

은 보통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피사동주가 도망을 다닌다든가， 또는 안 

잡히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동 

형 동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는 피사동주의 저항으로 인해 행위 

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하는 이상사태가 었다. 또 비사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 

하면， 보통은 사동주가 직접 피사동주를 구속 또는 감금한 것으로서 해석된다. 한 

편 사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비사동형과 마찬가지로 직접 실행했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그러나 이 경우는 피사동주의 저항이 있다)， 또 사동주 

의 지시감독 하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통사구조상 

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불가시적인 존재인 누군가를 통해서 수행했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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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경찰 I 이 그 여자 j를 자기 i/η 집에 감급했다. 

b. 경찰 l 이 그 여자/를 자기 l/j 집에 감금시켰다. 

어떤 경찰관이 자기 집에 그 여자를 가두었다고 하는 사태를 표현하는데는 보 

통 (25a)가 선택된다. 이때 자기 집은 경찰(관)의 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그 여자의 저항은 그다지 느끼지 않을 경우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에 있 

어서는 이와 똑같다 할 지라도 만약에 그 여자가 몹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주 

어진다면， (25a)보다는 (25b)가 보다 나은 표현으로 선택될 것이다. 이때의 피사 

동주는 다루기 수월한 물건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여 

기에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피사동주의 본래의 성질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저항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태도 가산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 

에서는 사동형식을 부가한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 정부기관으로서의 경 

찰(당국}이， 예를 들어 정치범인 그 여자를 자택에 감금했다고 하는 사태에도 

(25b)가 사용될 수 있다. (재귀대명사의 해석에 관해서는 4.2를 참조 바람). 

즉 (25b)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해석된다. (가) 경찰(관)이 자기 집에 그 여자를 

감금했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황은 (25a)와 비슷하나， 피사동주가 몹시 저항하고 

있어 사동주의 행위가 보다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와， (나) 경찰(당국)이 그 

여자를 자택에 감급한 경우， 즉 탈초접화된 피사동주의 존재가 있어 행위가 보다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때의 탈초점화된 피사동주는 

아마도 경찰당국(=사동주)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비사동형과 사동형은 아래 [그림2]와 같은 의미적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객관적 상황에서 보면 부분적인 오버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주 

목해 주길 바란다. 

방해가 적음/직접적 

슨 

비사동형 

방해가 많음/보다 간접적 

3> 

사동형 

[그림2] 상태변화 타동사의 비사동형과 사동형의 의미적 대응관계 

[그림2]에서 비사동형 동사는 Q 와 β의 상황을， 한편 사동형 동사는 y와 R’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사동형은 α 의 상황을 나타낼 수 없으며((23-24)의 a 

와 b를 참조)， 비사동형은 7 의 상황을 나타낼 수가 없다((25a)와 (25b)의 (나)를 

참조). 또 β와 β’는 겹쳐 있어 언뜻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이나 실은 다르디{(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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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5b)의 (가〕를 참조). 

β와 β’의 관계는 물과 얼음에 비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극의 호수는 표면 

의 얼음{β’)과 수면 하에 있는 불(β)로 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H20라는 물리적 

성분으로 보면 둘은 동일하나， 형상변에서 보면 하나는 고체고 또 하나는 액체이 

므로 크게 다르다. 또 일반적인 성질의 면에서도 액체인 물은 어떠한 성질의 물체 

를 던지더라도(즉 어떤 행위를 가하더라도) 핑겨내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 

이나， 고체인 얼음은 어지간한 것이라면 횡겨내버려 뚫고 들어가기가 수월치 않다. 

다시 말하면 β와 β’는 H20라고 하는 물질적 변에서만 보면 둘은 동일하므로， 
이들을 구분해서 각각 다른 형식을 갖다대어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형상이나 성질의 변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하 

는 인식이 생겨났다면，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여기에 객관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두 형 

식， 즉 사동형과 비사동형의 표현이 존재하는데 대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 

라서 비사동형 동사의 피사동주는 물처럼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는 존재로 간 

주되어 행위에 어려움이 없으나， 사동형 동사일 경우에는 얼음처럼 완고해서 좀 

처럼 다루기 힘든 존재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을 보이는 배경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관여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가 혹은 보다 간접적인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방해가 많으며 행위수 

행에 있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되는 상황인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이 두 파라 

미터는 비례관계에 있으며，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 직접성/간접성과 사동형식의 대응 
1. 방해가 적고 행위수행이 용이할수록 직접적인 상황이 된다. 이때 피사 

동주(causee)의 성질이나 현재의 상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비사동 

형 동사가 대응 

2. 방해가 많고 행위수행이 곤란할수록 간접적인 상황이 된다. 이때는 피 
사동주의 성질이나 현재의 상태가 문제시된다. →사동형 동사가 대응 

또 (17)에서 제시한 의미적 타동성과의 관계도 (27)과 같이 이해하면 문제없이 

잘 취급할 수 있다. 

(27) 의 미 적 타동성과 사동형식의 부가(2) 

1. 직접적인 행위일수록 자기 영역내에 수렴되는 행위처럼 행위수행에는 

방해가 적고 용이하나， 간접적이 되면 될수록 타자의 영역에 미치는 행 

위처럼 방해가 많고 행위수행도 곤란하며， 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2. 사동형 동사를 사용할 경우， 통사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탈초점화 
된 피사동주(defocused causee)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은 타자의 영역 

에 미 치 는 행위 와 마찬가지 라는 의 미 적 표시(semantic representa
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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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화행위동사 

다음과 같은 발화행위동사도 결합가 증가가 없는 비규범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예 (3)을 참조). 이때 비사동형 동사는 정보전달을 위한 단순한 발화행위에 

지나지 않으나， 사동형 동사는 상대방의 행위를 촉발시키기 위한 발화행위가 된다. 

(28) 소개하다: 소개시키다， 주문하다: 주문시키다， 말하다: 말시키다， 

거짓말하다: 거짓말시키다 

즉 사동형 동사는 두 사람을 소개해서(E1) 서로가 인사를 교환하게 한다(E2) 든 

가， 주문내용을 말해서(Ed 주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오게 한다 

(E2) 든가， 또 말을 걸어서(El) 상대방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대꾸〕을 하게 

하는 것(E2)과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피사동주는 정보의 

내용을 듣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 

른 즉각적인 반응을 행위로서 나타내도록 요구받는 상대라는 점에서， 비사동형 

동사와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음 (29b)의 ‘소개시키다’는 (29a)와는 달리， 소개함으로서 그 자리 에 

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든가 또는 아는 사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되므 

로， 무생물인 책은 부적격문이 된다.((3)과 비교해 보길 바란다.) 또 (3이과 (3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주문은 양복주문(맞춤)과 달리 사동형식을 사용한 표현 

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주문과 배달이 한 쌍으로 이해되는 사태인가 아닌가 하 

는 사회 관습적인 해석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통념상 주문을 받으면 

배달도 동시에 기대되는 사태인 식사주문은 피사동주가 주문내용을 듣는 청자로 

서 뿐만 아니라 동작주로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동형을 허용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약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의 겹쳐지는 경우라야만， 

사동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양복주문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 자리에서 당장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문시켰다’ 

를 쓰지 못한다. 즉각적인 반응을 잘 알 수 있는 예로는 (32)를 보길 바란다. 만일 

초대면인 신부의 말투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먼저 신부에게 말을 걸어서 신부 

의 발화행위를 촉진시킬 필요가 생긴다. 이때 우리는 (32a)가 아니라 (32b)의 표 

현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말을 거는 상황과 거기에 

반응해서 피사동주가 대탑하는 상황이 그 자리에서 즉시 성립하고 있으며， 또 거 

의 동시에 진행되고 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다. 

(29) a.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 책을 소개했다. 

b.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 책을 소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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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a. 철이가 〔점원에게) 쩡뽕을 주문했다./짱뽕을 주문했어요? 
b. 철이가 〔점원에게) 짱뽕을 주문시켰다./짱뽕을 주문시켰어요? 

(31) a. 철이가 〔그 가게 점원에게) 새 양복을 주문했다. 
b. ?*철이가 (그 가게 점원에게) 새 양복을 주문시켰다. 

(32) a. 마을 사람들이 신부에게 말을 했다./나한테 말하지 마라. 
b. 마을 사람들이 신부에게 말을 시켰다./나한테 말시키지 마라.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문법서 둥을 보연， ‘시키다’는 ‘하게 하다’와 의미가 같으 

며 또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것으로서 기술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설명이라 

는 게 자명하다. (33)에서 보듯이， 이때의 ‘시키다’는 ‘하게 하다’와 교체되지 않는 

다. (예 (3)도 참조. 두 형식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는 4.l, 4.2를 참조 바란다.) 

(33) a. 신랑이 신부에게 손님들에게 말을 하게 했다. 

b. *신랑이 신부에게 손님들에게 말을 시켰다. 

이상을 정 리하면， 발화행위동사에 있어서 비사동형 동사는 행위의 상대가 주어 

의 발화내용을 듣기 만 하면 되는 단순한 청 자(hearer)에 지 나지 않으나， 사동형 

동사일 경우에는 발화내용에 반웅하여 결과사태(Ez)를 수행하게 되는 동작주 

(agent)로서 이해된다 즉 사동형식을 사용한 표현은 상대방의 행위수행을 촉진 

시키기 위한 발화행위가 되므로， 그렇지 않은 비사동형 동사에 비해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발화동사에서는 특 

히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데 이는 본고의 4절에서 정의하는 간접사역의 의미 

로는 해석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적 제약으로 보여진다.17) 

4. 형식과 의미의 대웅관계 

4.1. 통사구조 

생성문법의 이론적 틀 안에서 행해진 70년대의 Shibatani의 사동띤구에서는 

사동을 어휘적사동과 생산적사동으로 구분하여 18) ， 두 형식의 차이가 단문구조인 

17) 이외에도 ‘문을 두드리다·와 ‘문을 두들기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 사역형 태소 ‘-기’가 우가되어 

행위 그 지처|가 격렬해지는， 소위 말하는 꾀，댄(밍앉(emphatic causative)이 있다{ij찌 1 .. 뺑lll-!i!J: 
1998) 또 담배를 ‘피다’와 ‘피우다’， 영불을 ’외다’와 i외우다’와 같은 에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여 

(1999, pp. 41-60, 2000)를 참조 

18) Shibatani의 어휘적사동은 Comrie (1981, 1989)의 어휘적사동과 형태적사동에 대웅하며， 생사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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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문구조인가 하는 통사구조와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서 생각되어 왔다 

(1973a,b, 1976). 다음 일본어 예를 참조 바란다. (34-35a)는 어휘적사동형， (34-
35b)는 생산적 사동형의 동사의 예이다. 

(34) a. Hanako j 용a Taroorni zibunj/η-no heya-de huku-o ki-se-ta. 
하나코-주격 타로-여격 자기-속격 방-에서 옷-대격 입마사역-과거 

‘하나코가 타로에게 자기 방에서 옷을 입혔다.’ 

b. Hanako j 융a Taroo rni zibun j /j -no heya-de huku-o ki-sase-ta. 
하나코-주격 타로-여격 자기-속격 방-에서 옷-대격 입다-사역-과거 

‘하나코가 타로에게 자기 방에서 옷을 입게 했다.’ 

(35) a. [s Hanako-ga Taroo-ni zibun-no heya-de huku-o kise-ta] 
b. [Sl Hanako-ga [S2 Taroo-ga zibun-no heya-de huku-o ki] sase-ta] 

즉 어휘 적사동인 (34a)는 (35a)와 같은 단분구조이나， 생산적사동 ‘-(s)as낱를 

사용한 (34b)는 (35b)와 같은 내포문을 가진 복문구조라는 것이다. 이 에 대한 근 

거로서 어휘적사동은 재귀대명사 ‘zibun'(‘자71')의 선행사가 주어인 ‘하나코’만이 

가능하나 생산적사동에서는 피사동주인 ‘타로’도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은 각각 

(35a), (35b)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9) 

다시 말하면 이러한 Shibatani의 가설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빛 부사구 수식 

의 작용영역)가 나타내는 해석상의 차이를 통사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간주한 데에 있으며， 또 이것은 통사구조가 의미해석에 반영된다고 하는 생성문 

법의 이론적 대전제 하에서 엮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비규법적 사동구문의 예를 보길 바란다. (36a)는 타통사 ‘dasu’ 

〔‘내다’)를 사용한 문이며， (36b)는 타동사 ‘dasu’에 다시 생산적사동형 ‘-(s)as강를 

덧붙인 문이다. 그러나 이 두 문은 항구조가 동일하며 통사구조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 한국어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a)와 (36b)는 똑같이 ‘내보내다’로 

번역될 수 있다. 

동온 Cornrie의 완콕적사동(periphrastic causative)에 대체로 대응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연 일 
본어의 ‘(s)as，강처럼， cornrie에서는 형태적 사역이나 shibatani에서는 생산적 사역으로 분류되는 경 
우도 있다. 또 한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단형사동， 후자를 장형사동이라 부른다. 

19) 재귀대명사 〔및 경어〕가 주어 판정테스트에 사용되게 된 것은 原田(1973)의 엽적으로 알려져 있다 
〔阿部， 2000, p. 787)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하고만 조웅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임홍빈(1987， pp. 135-143)을 참조 정성여(1999， pp. 120-125)와 짧尾(2001， pp. 31-3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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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6) a. maneezyaa i 용a zyoYUU ,-D zibun i/*/용a kyakuhon-o kaita ge
ki-ni das-ita. 
매니저-주격 여배우-대격 자기-가 각본-을 쓴 극-에 내다-과거 

‘매니저가 여배우를 자기가 각본을 쓴 극에 내보냈다.’ 

b. maneezyaa i 용a zyoyuu/ -D zibuni/,-ga kyakuhon-o kaita ge
ki-ni das-ase-ta. 
매니저-주격 여배우-대격 자기-가 각본-을 쓴 극-에 내다‘사역-과거 

φ ‘매니저가 자기가 각본을 쓴 극에 여배우를 내보냈다.’ 

@ ‘매니저가 여배우가 각본을 쓴 극에 그 여배우를 내보냈다.’ 

만약에 생산적사동 ‘-(s)as낱가 내포문을 가진 복문구조여 야 한다면， (36b)는 그 

안에 (36a)를 내포문으로 갖는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가정을 한 

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36b)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동}다. 즉 (36a)는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주어인 ‘매나저’만이 가능하 

나， (36b)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여배우’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 

부사구 수식의 작용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인다. (37a)는 ‘매니저’ 

의 행위가 적극적인 것만을 나타내나， (37b)는 ‘여배우’가 적극적인 태도로 무대 

에 나갔다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37) a. maneezyaa-ga zyoyuu-o sekkyokutekini butai-ni das-ita. 
매니저-주격 여배우-대격 적극적으로 무대-에 내다-과거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여배우를 무대에 내보냈다.’ 

b. maneezyaa-ga zyoyuu-o sekkyokutekini butai-ni das-ase-ta. 
매니저-주격 여배우-대격 적극적으로 무대-에 내다-사역-과거 

@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여배우를 무대에 내보냈다.’ 

@ ‘매니저가 여배우를 적극적인 태도로 무대에 나가게 만들었다.’ 

비규범적 사동이 보여주는 이상과 같은 현상을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 

이 가능하다. (가} 생산적사동 ‘-(s)ase'가 내포문을 가진 복문구조라고 하는 가설 

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나) 부사구 수식의 작용영역이나 재귀대명사 선행 

사의 해석은 내포문을 갖는가 아닌가， 또는 주어가 두개인가 하나인가 하는 통사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실은， 규범적 사동구문으로부터도 이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연구가 있다. 

20) (36a)를 내포문으로 하는 복문구조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항을 하나 더 증가시킨 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6b)는 항의 증가 없이도 완벽한 문장이다. 
(개 kantoku-ka [maneezyaa-ni zyoyuu-o zibun-ga kyakuhon-o kaita geki-ni das]-ase-ta. 

감독-주격 [메니저-여격 여배우-대격 자기-주격 각본을 쓴 극-에 내다]-사역-과거 
‘감독이 매니저에게 여배우를 자기가 각본을 쓴 극에 내보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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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batani & Chung (2001, 2002)은 종래의 사동연구를 재검토해서， 다음과 같 

은 현상을 근거로 ‘-(s)ase’문을 복문구조로 가정해야만 할 적극적인 이유가 없다 

는 것을 주장했다. 

아래의 (38-39)를 보라. (39a)만이 어휘적사동문이며， 나머지는 전부 생산적사 

동문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재귀대명사 선행사의 해석은 생산적사동인가 

어휘적사동인가 하는 관점으로부터는 중의적 해석이 생기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사동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이 부여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ibid.). 

(38) a. Ken j -ga Hana rO zibun j /η -no heya-de asob-ase-te iru. 
켄-주격 하나-대격 자기-의 방-에서 놀다-사역-고 있다 (동반행위사동) 

‘켄이 자기 방에서 하나를 놀려 놓고 (켄도 같이 놀아 주고) 있다.’ 

b. hahaoya j -ga kodomo rni zibun j /* rno heya-de osikko-o sase-te 
1ru.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의 방-에서 오줌-을 누다‘사역-고 있다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아이에게 오줌을 뉘고 있다.’ (보조사동) 

c. hahaoyaj 용a kodomo rni zibun j / rno heya-de hon-o 
yom-ase-te 1ru.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의 방-에서 책-을 읽다-사역-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 방에서 책을 읽히고 있다.’ (감독사동) 

(39) a. sono otoko j -ga kanozyo J -0 zibun j /η-no heya-de koros-ita. 
그 남자-가 그녀-를 자기-의 방-에서 죽이다-과거 (직접사동) 

b. hahaoya j 용，a kodomo rni zibun j / rno heya-de asob-ase-ta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의 방-에서 놀다-사역-과거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 방에서 놀게 했다.’ (간접사동) 

(38a)와 같이 ‘켄’과 ‘하나’가 함께 놀고 있는 동반행위(Joint-action)의 상황과， 

(38b)와 같이 어머니가 아이의 바지를 벗겨 주든지 안아서 오줌을 뉘어 주는 보 

조(Assistive)의 사동상황 하에서는 주어인 사동주만이 재귀대명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 또 이점에 있어서는， (39a)의 어휘적사동이 나타내는 직접사동의 상황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었다. 한편 (38c)와 같이， 어머니의 감시감독 하에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감독사동(Supervision causation)의 상황은 (39b)의 간접사동과 

같이 중의적인 해석이 허용된다. 

여기서 감독사동과 간접사동과의 구별은 시간적 겹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있다. 감독사동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네 방에 가서 책을 원어라’고 명령하 

여 아이만이 자기 방에 가서 책을 읽게 되는 원거리감독(long-distance super
vision)이 가능한데， 이 경우 공간적으로는 간접사동처럼 어머니가 아이 방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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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와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아이가 책을 원나 

안 읽나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점에 있어서 간접사동과 

는 다르다는 것이다.21) 

따라서 생산적사동이라 하더라도 중의적인 해석이 생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생산적 사동이 복문구조이기 때문이라는 통사구조에서 기 

인되는 현상이 아니라， 상황(의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hibatani & Chung (2001, 2002) 및 Shibatani & Pardeshi (2002)에서는 위 
의 (38)이 나타내는 세 가지 사동상황의 의 미를 수반사동(Sociative causation) 

이라 부르고， 이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인정했다. 

한편 한국어는 일본어와 달리 접사 ‘이/히/리/기’의 어휘적사동이 이러한 수반 

사동의 의미범주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어휘적사동이라 할 지라도 감독사동의 

상황 하에서라면 부사구 수식의 작용영역은 주어뿐만 아니라， 피사동주의 행위도 

수식할 수 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40) a. 어머니가 아이에게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 책을 원히고 있다. 
(보조사동) 

b. 어머니가 아이에게 냉방에서 책을 읽혔다. (감독사동) 

(41) 어머니가 아이에게 냉방에서 책을 읽게 했다 (간접사동) 

(40a)와 같이 보조사동의 상황 하에서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는 어머니의 

행위만 수식 가능하다. 그러나 (40b)와 같은 감독상황에서는 어머니와 아이가 같 

이 냉방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며， 또 어머니가 아이에게 ‘저기 냉방에 가서 책을 

읽어라’고 명령을 해서， 그 후 아이가 책을 읽나 안 읽나를 계속 감시감독 하는 

원거리사동의 상황도 가능하다. 이때 ‘냉방에서’는 아이의 행위만을 한정할 수 있 

다. (40b)가 (41)의 간접사동과 다른 점은 원인사태(El)와 결과사태(E2) 간에 시간 

적 겹침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점에 있다는 건 이미 위에서 지적한 대로다. 실제 

로 (41)은 감독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며， 또 

결과사태는 행해지지조차 않을 수도 있다.22) 

21) 한국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감시감독의 상황이 전형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마도 별로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것과 같은 장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동주의 행위는 -고 있다‘를 불여 보연 

잘 드러날 수 있다. 즉 ‘지금 아이에게 별로 책을 읽히고 있다’에서는 아이가 현재 책을 읽고 있으며， 

사동주 또한 아이가 책을 잘 읽고 있나 어쩌나를 계속 감시감독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아이에게 벌로 책을 읽게 하고 있다’에서는 아이가 현재 책을 읽고 있지 않으며， 그래 

서 사동주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거나， 억지로 눈앞에 책을 갖다대고 

있는 동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아이는 사동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아이의 행위를 계속 주시하며 감독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는 없다. 일본어 

에 관해 서 는 Shibatani & Chung (2001, 2002)를 참조. 

22) 이런 점은 일본어의 간접사역과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책을 원게 했으나， 아이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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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40b)의 부사구 수식의 작용영역이 보여주는 이러 

한 현상들을 근거로 어휘적사동도 생산적사동과 같이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 통사구조도 내포문을 가진 복문구조라야 한다는 주장들이 펼쳐져 

왔다.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와 같은 관찰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사동형식과 의미와의 대응관계는 

[그림3]과 같은 의미지도(semantic map)로서 나타낼 수 있다. (Shibatani & 
Chung, 2001, p.116. 그림은 일부 수정되었음.) 

[그럼 3]이 나타내는 내용은 사동의 의미는 직접과 간접의 2분법이 아니라， 직접 

성의 축에 따라 연속성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사동형식이 어떤 상황과 대응하는 

가 하는 분포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24)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중간에 

있는 수반사동의 범주는 한국어는 어휘적사동이， 일본어는 생산적사동이 각각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어휘적사동=직접사동(즉 단문구조)， 생산적사동=간접사동〔즉 

복문구조)의 등식은 성 립하지 않는다. 

한국어 

| Lexical (-ιhν'-lν'-k i) - -- I I -key hata 
일본어 

l Lexical I -sa않 
DIRECT S 0 C 1 A T 1 V E INDIRECT 

Joint-action/ Assistive/Supervision 

[그럼 3] 한일양언어의 사동형식의 분포가 보여주는 의미지도 

4.2. 사태구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3]의 직접사동， 수반사동， 간접사동이 나타내는 

각각의 상황은 직접 성의 축에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Shibatani & 

Chung (2001, p. 125, 2002, p. 43)에서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사태구조의 도 
식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보였다.25) 

을 안 원었다’라는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허용되나 일본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23) Yang (1972, 1974), 손호민(1978)， Song (1988), 송석중(1992)둥에서의 논의 빛 고정의(1990)， 류성기 

(1998), 驚尾(2001)등의 해설을 창조 

24) 타언어에 대한 상황은 Shibatani & Pardeshi (2002)를 참조. 
25) 아래 그럼에서는 자동사문의 사역을 고려하여 (P)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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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직접사동 [그림 5] 동반행위/보조수반 

Direct causation Joint-action/ Assistive sociatives 

[그립 6] 감독수반 [그림7] 간접사동 

Supervision sociatives Indirect causation 

위 그림에서 L은 공간적 장소를， T는 시간을 나타낸다. 또 화살표는 이벤트의 

분절(segmant)을 나타낸다. 이것은 자동적인 이벤트로서 동사에 의해 코드화된 

잠재적 단위이다.A→A’→P는 A의 행위가 A’와 P를 포함하는 이벤트 분절에 념 

겨지는 것과 같은 타동적 행위의 연쇄를 나타낸다. 이것은 실제로 A가 직접사동 

이나 동반행위 또는 보조수반에 관련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만약에 A가 P를 

죽였다(A→P→)고 한다면， A의 사역행위(A→P)는 P가 죽어가고 있는 이벤트(P 

→)에 넘겨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A가 A’를 돕고 있는 보조의 상황에 

서 A’가 P를 한다{예를 들어 아이가 오줌을 누거나， 또는 밥을 먹는다면， 이때의 

‘오줌’이나 ‘밥’은 P가 됨)면， A의 사통행위(A→A’)는 A’에 의한 이벤트(A’→P)에 

넘겨진다. 원인사태와 결과사태 간의 이러한 공간적/시간적 겹침은 두 개의 관련 

이 벤트의 분절을 L1/Tl의 지정 에 할당함으로써 표시된다. 

감독사동의 경우는 원거리감독도 있지만，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객관적으로는 

근거리에 있어도 두 이벤트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공간적 

지정이 주어진다.26)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적인 겹칩이 있다. 한편 간접사동은 공 

간적인 겹칩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 개의 이벤트는 각각의 공간적/시간적 

지정을 가진 것으로서 주어진다. 

이 경우 재귀대명사 선행사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설명된다. (Shibatani 
& Chung (200l, p. 131) 

26)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나， 예를 들어 부부가 한집， 한방에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각자 따로따로라면 〔즉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되면) 객관적으로는 같은 근거리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각각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예는 국회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의 행동올 보더라도 싶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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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귀대명사 해석규칙 CReflexive Construal Rule) 
보다 현저한 주역(protagonist)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는 한， 그 주역은 

재귀대병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 

i. 주역현저도 계층 : Initial A > A > P > Defocused A27) 
i i. 동일 분절내에 두 개의 주역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중 하나는 보다 현 
저한 또 하나의 주역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 해석규칙에 따르면 A(agent)와 P(patient)와 같은 이벤트 참가자 모두가 재 

귀대명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주역이다. 어느 참가자가 

재귀대명사를 컨트롤하는 주역이 되는가는 (42)의 i과 ii에 따라 결정된다. 

재귀대명사 선행사의 해석을 이처럼 의미적 기반 위에서 정의를 내리면， 비규 

범적 구문도 적절히 다룰 수 있다. 즉 일본어 (36b)가 나타내는 현상은 매니저와 

여배우가 둘 다 문법적인 주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가 현저한 주역이기 때 

문에 중의적 해석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일본어의 비규범적 사동구문 

은 내포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적/시간적 지정을 가지 

는 두 개의 이벤트 분절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동형태소 ‘-(s)ase’가 부가된다 

는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어 (25)의 예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2Sa)는 경찰(관〕이 자기 집에 

그 여자를 가두었다고 하는 직접사동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경우 재귀대명사 선 

행사의 해석에는 중의성이 없다. 한편 (25b)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강하 

게 저항하는 그 여자를 억지로 경찰(관}이 자기 집에 가둔 경우이다. 이때 재귀대 

명사 선행사는 (25a)와 마찬가지로 사동주인 경찰(관)만이 가능하다. 둘째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경찰(당국)이 예를 들어， 정치범인 그 여자를 자택에 감급시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것은 원거리감독의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의 피사동주는 경찰당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탈초점화된 존재(Defocused 

A)가 되므로， (45)의 해석규칙에 따라 보다 현저한 주역인 그 여자{P)가 재귀대 

명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파 갈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히의 비사동형(기본형)의 상 

태변화통사가 나타내는 사태구조는 위의 [그림4]와， [그림 9]와 [그림10]의 사동형 

의 상태변화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구조는 위의 [그림S] 및 [그림이의 상황과 유사 

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27) 본문 그림에서는， 여기서의 Initia1 A가 A로， 여기서의 A는 A’로 표시되어 있다. 또 Defocused A 
는 일반적으로는 수동문의 동작주를 말하나， 본고에서는 탈초점화된 의미상의 피사동주가 해당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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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동형의 상태변화동사 (I) 

[그림 8]은 피사동주인 ‘그 여자’가 단순한 대상(P)이라는 것을 나타내나， [그림9] 

에서는 ‘그 여자’가 의지를 가진 존지l 이며l 더우기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A‘ 로 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사동주는 먼저 행위수 
행을 방해하는 그 여자 즉 피사동주의 동작주성을 억누르지 않으면， 그 다음 단 

계인 감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금된 상태로의 피사동주의 변화(P→)도 일으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동작주로서의 피사통주의 저항을 계속 억누르고 있음(A 

→퍼)으로 해서， 동시에 대상-으로서의 피사통주의 상태변화도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A→κ→P→ ) . 

여기서 탈초점화된 피사동주의 존재 <<A))를 상정하는 이유는， ‘군인들이 길을 차 

단시키고 있다.’의 예를 보면 납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군인들이 도로의 차단상 

태(P→)를 얻기 위해 행위수행을 방해하는 통행인을 막아내고 있다(A→A’) 즉 

통행인은 통사구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는 통행인 

을 막아내야만 도로의 차단상태도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10]은 원거리감독의 상황인데， 문제의 피사동주가 탈초점화된 존재로서 

나타난다. 즉 사동주는 P의 상태변화(P→)를 일으키기 위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불가시적 인 존지1 인 피사동주에게 지시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 

동주는 이벤트의 감독자라는 의미를 표출하게 되나， 피사동주는 통사구조에 나타 

날수 없다. 

만약에 [그림9]와 [그림 10]에 나타나는 이벤트의 참가자 모두를 초점에서 제외 

하지 않고 통사구조에도 그대로 다 표현하게 된다면， 그 문은 생산적사동형〔또는 

장형사동) ‘-게 하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림9]와 [그 

림 1이과 같은 공간적/시간적 지정을 가진 사태구조， 즉 수반사동의 상황은 나타 

낼 수가 없고， [그림 7]과 같은 간접사동의 상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접사동의 상황과 비규법적 사동문의 수반사동 싱횡아 나타내는 의미상의 차 

이에 미해서는 발화행위동사의 사태구조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다. [그림 11]과 [그 

림 12]를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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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화행위동사 ‘소개시키다’ [그림 12] 발화행위동사 ‘소개하게 하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철이에게 순이를 소개시키다’에서는 사동주인 선생님이 

철이에게 순이를 소개하면(A→A’)， 피사동주인 철이가 순이와 인사를 나누는 이 

벤트(A’→P→)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A의 사동행위와 그로 인해 일어 

나는 결과사태(A’→P→}가 동일한 공간적/시간적 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사태는 A의 사동행위에 촉발되어 일어나는 반응행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관계는 동반행위 내지는 보조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런데 생산적사동 ‘소개하게 하다’를 사용하게 되면， 두개의 이벤트는 [그림12] 

와 같이 각각의 공간적/시간적 지정이 주어진다. 이 경우 사동주의 행위는 피사 

동주 철이에게 순이를 소개하도록 지시하는 것(A→A’)이되며， 그로 인해 철이가 

순이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사동주에게〕 소개하는 이벤트(A’→P)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생산적사동에서의 사동주는 명령자이고 피사동주가 소개하는 행위를 

하나， ‘시키다’에서는 사동주가 소개하는 행위를 하며 피사동주는 그에 반응하여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비규범적 사동구문의 수반사동 상황에서 보여지는 참가자(피사동주) 

의 탈초점화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감금시켰다’ 

의 예에서 [그림9]와 같은 수반사동이 나타내는 상황으로， 참가자가 통사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 행위가 초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그램 10]과 

같은 감독사동이 나타내는 상황으로， 이벤트의 참가자가 통사구조에 아예 나타날 

수도 없는 경우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참가자가 동작주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 

에도 불구하고 통사적으로는 물건과 같이 단순한 대상취급을 받고 있다(즉 대격 

만이 부여된다). 이러한 의미와 통사와의 불일치는 탈초점화에서 기인되며， [그럼 

11]에서 보여지는 ‘순이’의 반응(P→)도 통사와 의미가 불일치하는 예이다. 

위의 두 종류의 탈초점화와 그에 따라 생겨나는 통사와 의미의 불일치 메카니 

즘을 ‘종이접기 모텔’이라 부르겠다. 다음 이미지 [그림13]과 같다. 

[그림 13]과 같이 종이를 세로로 한번 접어서 주름을 잡고， 그 위에 주름선과 마 

주치도록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직선을 그으면， 그 선은 주름 골로 인해 두개의 

분절(A→P→)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은 그 직선의 밑에는 무 

표시(백지}의 분절UA) →)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겹쳐진 부분을 펼쳐보기 전까 

지 보통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탈초점화된 참가자 또는 그 참가자의 행위는 

이 무표시의 분절(가로 점선 부분)이 나타내는 이벤트에 속한다. 이때 통사구조에 

는 유표시의 부분， 즉 두개의 분절을 가진 (굵은) 직선 부분만이 투사되므로， 통 

사구조상으로는 사동형 동사와 비사동형 동사가 똑같이 표시되어 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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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접혀 들어간 곳의 분절은 통사표시(syntactic representation)에는 연 

결되지 않는 의미표시(semantic representation)0171 때문이다. 말하자연 사동 
형태소는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분절을 갖는 이러한 의미표시와 대응해 

서 부가된 것이다. 

통사표시 

Syntactic representa tion 

A• 

의미표시 

Semantic representa tion 

[그림 13] 통사와 의미의 불일치 매키니즘을 나타내는 ‘종이접기모델’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어에 있어서 사통형식과 의미의 대응관계는 [그림 14]와 

같다. [그럼 14]의 의미지도에서는 비규범죄 사통이 규범적 사동의 수반사동괴 평 

행하며， 이는 사동형식의 분포가 의미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규범적구문 l Lexical C-formμ/-hi/-li/-ki & sikhita) I I -key hat，띠 

비 규범 적 구문 l Non-C-forml I Lexical C(ausative)-form 
DIRECT S 0 C 1 A T 1 V E INDIRECT 

Join t-action l Assisti ve/ supervision 

[그럼 14] 한국어의 규범적/비규법적 사동구문의 사동형식 분포가 

보여주는 의미지도 

5. 결 론 

전통적으로 사동구문은 결합가 증가 내지는 새로운 주어의 도입과 같이， 문법 

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형식적 측면에서만 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는 

여기서 논의한 비규범적 사동구문과는 모순되며， 따라서 사동구문 전처|의 의미현 

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 

결합가 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동형식이 부가되는가? 이 문제는 사동 

형태소가 의미〔상황〕와 대웅히여 부가된다고 하는 사통형식의 의미적 기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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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사동형태소의 의미적 기능은 행위 

가 자기영역 밖으로 향해 전개된다고 하는 의미적 타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 

된다. 즉 사동형태소는 행위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되며， 또 최대로 곤란한 상 

황이란 행위가 타자에게로 향하게 될 때이다. 다시 말하면 사동형태소의 부가는 

타자에게로 향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통사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탈초점화된 피사동주가 해석되는 것이나， 또 그로 인 

해 보다 간접적인 상황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동형식의 기능을 이와 같이 의미적 기능으로 고쳐 정의하고 보면， 규범적 구 

문이나 비규범적 구문이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규범적 사동구문의 통사구조는 사동형식과 불일치를 이루나 사동형식은 의 

미와 일치하며， 이점에 있어서 규범적 사동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의 메 

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종이접기 모델’을 제안했다. 

끝으로 본 논문에 대해 다음 두가지 점을 지적해 두겠다. 첫째는 한정된 지면 

에서 이 한편의 논문으로 규범적 사동과 비규범적 사동， 그리고 한국어 사동구문 

전체를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출발점으로 많은 문제점 

이 제기되고， 특히 한국어 통사연구에 있어서 비규법적 사동구문이 시사하는 바 

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본 논문의 의도는 일단 성공 

한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본 논문의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화자에 

따라 자료의 판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대 차이， 방언 차이도 있는 듯하다. 

또 사전에 올라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사용하지만 

사전에 올라있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자료가 불안정하니까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 

점에서 현재의 사용실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비규법적 사동구문의 

성립과 시대적인 분포를 기술，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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