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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characteristics of passive sentences 
with particle ‘eu1!leul’. In general,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passive 
sentences in Korean don’ t have the case marker ‘eul!leul’ and many pa
pers have claimed that ‘eu1!leul’ appeared in passive sentences is not case 
marker. However, this view cannot explain the characteristics the passive 
sentences bring out. 

This paper proved the construction in question to be dative-verb con 
struction by focusing on ‘eu1!leul’ and ‘ege’. According to this view, the 
passive sentences are classified into pure passive constructions lacking in 
‘eu1!leul’ and dative constructions having ‘eulll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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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어의 피동문은 그 불규칙성과 다양한 통사적， 의미적 양상 때문에 국어학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피동올 단순히 의미론적 근거에 따라 

정의한다면 {이， 히， 리， 기} 퉁 피동 파생접미사에 의해 형성되는 구문뿐만 아니 

라 ‘받다， 맞다， 듣다’ 등의 타동사 구문이나 ‘되다， 지다’ 구성도 피통법의 논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고찰해 볼 것은 피동주가 

‘을/를’과 결합하는 현상이므로 ‘을/를’이 나타나는 {이， 히， 리， 기} 피동 구문만 

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1) 

(1나)는 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예이다. 

1) 물론 {이， 히， 리， 기} 피동 구문 외에도 피통의 의미를 지년 구분에 ‘을/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갑을 도둑맞았다/도난당했다’， ‘권리를 억압당했다’처렴 ‘맞다’나 ‘당하다!가 나타나는 분 

장에서도 ‘을/를’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 밝혀졌지만 이와 같이 ‘맞다， 당하다’를 포 
함한 구성은 어휘적 의미가 강하므로 어휘적 의미 자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는 임홍빈(1977/1998)에서 제시한 것처렴 “국어의 피동법 논의에서 피동성을 전혀 의심 

받아 본 일이 없는 전형적인 피동 구문”이며 ‘을/를’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히， 리， 기} 등에 의해 형 
성되는 피동 구문만을 다룰 것이다 



80 남수경 

(1) 7}. 영희가 철수를 잡았다. 

나. 철수가 영희한테 잡혔다. 

위 두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 

에 따라 또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하나의 사실이 (1가)와 같은 능동문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1나}와 같은 피동문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피 

동문은 (1나)와는 성격이 다른 다음과 같은 예이다. 

(2) 가.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나. 철수가 영희에게 손이 잡혔다. 

다. 철수가 영회에게 손을 잡혔다. 

(1)과 마찬가지로 ‘잡다’라는 동사가 쓰였지만 (2가}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피동문으로 실현될 때 첫째， (2나，다)처럼 피동주가 ‘철수’와 ‘손’， 둘로 나타날 수 

있으며 둘째， (2나)와 같이 두 번째 피동주 ‘손’이 조사 ‘이/가’와 결합할 수도， (2 
다)와 같이 ‘을/를’과 결합할 수도 있다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2)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3)에서는 두 번째 피동주가 ‘이 /7}'를 취한 (3가〕보다 

(3나)와 같이 ‘을/를’을 취한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다.(이광호 1988:211) 

(3) 가*매 리가 촌한테 돈이 빼 앗겼다.2) 

나. 매리가 존한테 돈을 빼앗겼다. 

문제는 피동문에서는 피동주가 주어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2다)， (3나)에서는 

목적어로 의심되는 형태가 나타나며 또 (1)과 달리 피동주의 의미를 가진 성분이 

두 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글은 (2), (3)과 같은 예에서 보이는， ‘을/를’이 결 
합되는 피동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짚어보고 3장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z 이천의 논의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이 국어 피동문의 연구에서 특이한 이유는 ‘을/를’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환경， 즉 피동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을/를’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 

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통문에 대한 논의들을 ‘을/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 

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2) 이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정도 이광호(1988)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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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문에 나타나는‘을/를’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크게 ‘을/를’을 대격조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분될 수 있다. 먼저 ‘을/ 

를’을 대격조사로 보지 않는 쪽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는 ‘을/를’ 

을 특수 조사로 보는 견해， 주제화로 보는 견해， 초점화로 보는 견해 등이 있는 

데 우리는 이 중 임홍빈(1978/1998)에서 제시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홍빈(1978/1998:327-329)는 이전의 논의(임홍빈 1972)를 바탕으로 ‘을/를’이 

행동성을 대상의 측면에서 강화하는 피해 피동에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 

타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예를 일부만 보이기로 한다. 

(4) 가. 철수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 
나. 그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다.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라.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바닥에 못을 박혔다. 

마*그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바닥에 못을 박혔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4나〕는 (4가}가 피동변형된 것이고 (4다)는 (4나)에서 ‘그 

할아버지’가 주제화를 경험한 것이다. ‘을/를’이 나타나는 문장은 (4라)인데 이처 

럼 피동주가 ‘을/를’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문장의 다른 성분이 ‘은/는’이나 ‘이/가’ 

의 주제화를 경험해야 가능하며 그러한 주제화를 경험하지 않은 피동문， 즉 (4 
마)와 같은 문장은 ‘을/를’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동문에 존재하는 

‘을/를’의 존재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 그대로 잔류한 것이 아니라 피동 

화한 후에 피동의 논리에 따라 생성된 것이다. 또한 ‘빼앗기다’가 예외적으로 항 

상 ‘을/를’ 피동으로 쓰이는 이유는 이 동사가 항상 피해 피동의 뉘앙스를 지니 

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임홍빈(1978/1998)은 피동문에 결합되는 ‘을/를’ 

이 대격조사로서의 기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된다고 봄으로써 ‘을/를’이 

가진 대격조사적인 성격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사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미론적인 존재， 즉 주제화의 ‘을/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대 

격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피동 구문으로 이해될 수 없 

다"4)는 전제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동문에 나타나는 ‘을/를’을 이와 같은 견해에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영희가 철수에게 일부러 손을 잡혔다’와 같이 피동이 

지만 피동주 ‘영희’의 의도성을 가정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 둘째， ‘럴리다’는 ‘빼 

앗기다’처럼 항상 피해 피동의 뉘앙스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빼앗기다’와 달 

리 ‘돈을 다 털렸다’처럼 ‘을/를’뿐만 아니라 ‘돈이 다 럴렸다’처럼 ‘이/가’가 나타 

3) 이러한 관점의 논의로는 임홍빈(1978/1998)， 선우용(1994)， 유혜원(1999) 퉁이 었다. 

4) 임홍빈(1977/199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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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문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의 

미론적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피해피동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을/를’만 오는 ‘빼앗기다’， ‘떼이다’ 등의 동사를 놓고 볼 때 이때의 ‘을/ 

를’을 단순히 의미론적 존재로 본다면 의미적인 특성이 통사적으로 적격한 ‘이/ 

캐의 출현을 항상 막을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을/를’ 

이 나타나는 기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4)의 예에서는 ‘을/를’이 나타나려면 피동 

화 이후 속격 성분의 주제화를 전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구성에 관계 

화를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4’) *그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바닥에 박힌 못 

주제는 보통 내포문에서 나타날 수 없으므로 ‘그 할아버지’는 입홍빈(1978/199 

8)의 논의대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 

(2’)?철수가 영회 에게 잡힌 손 

(3’) 매리가 존한테 빼앗긴 돈 

위의 예들 역시 (긴， (3)과 같은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관계화한 것인데 

여기서 (2’)의 구성은 비교적， (3’)의 구성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철수’와 ‘매 

리’를 (4’)의 ‘그 할아버지’처럼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다.5) 그렇다면 ‘을/를’이 나 

타나는 피동문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속격 성분의 주제화 과정을 먼저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을/를’을 대격조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이 그 가운데에는 ‘을/를’ 

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능동대당문의 대격 중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이 있 

다. (5)의 예를 보자. 

(5) 가. 누나가 동생을 손을 꼬집었다. 

나. 동생이 누나에게 손이 꼬집혔다. 

다. 동생이 누나에게 손을 꼬집혔다. 

다시 말하면 (5다)와 같은 ‘을/를’이 나타나는 피통문이 (5가)와 같은 대격 중 

5)(2’), (3') 그 자체만 보면 (2:’)보다는 (3’)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2’)도 ‘철수가 영회에게 잡 
힌 손은 왼손이었다’와 같이 운장을 만들연 더 자연스러워진다. 쉽게 논의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만 이러한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만 보면 여기서의 ‘철수가’와 ‘매리가’는 주어로 보인다. 

6) 이러한 관점에는 이상억(1970)， Kang(1986), 이광호(1988)， 고창수 · 시정곤(1991)， 김윤신(1997)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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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문에서 도출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격 중출문으로 나타나는 문 

장들을 ‘을/를’을 갖는 피동문과 관련시킬 수 있는 예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예도 적지 않 

다. 

(6) 가. 경찰이 범인을 두 명을 잡았다. 

나. *(경찰에게) 범인이 두 명을 잡혔다.7) 

(6)은 능동문이 대격 중출문으로 나타난 (6가)와 같은 문장은 가능한 반면 (6 

나)와 같이 피동문에 ‘을/를’이 나타난 문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런데 다음 (7)은 (6)과 반대의 경우로서 능동의 대격 중출문이 존재하지 않 

는데도 ‘을/를’ 피동문은 가능한 예이다. 

(7) 가*소매치기가 아가씨를 지갑을 빼앗았다. 
나. 아가씨가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빼앗겼다. 

다*아가씨가 〔소매치기에게〕 지갑이 빼앗겼다. 

우인혜(1994:288)는 피동문에 ‘을/블’이 나타나는 현상과 대격 중출문인 능동 

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증하고 그러한 논증의 반례가 될 수 있는 (7) 

과 같은 예를 예외라고 보고 있다. 즉 대격 중출문이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 

과 대응되기 때문에 ‘빼앗기다’， ‘앗기다’， ‘(돈)떼먹히다’와 같은 몇 개의 동사들은 

대격 중출문이 불가능한데도 (7나}와 같은 목적격 피동문이 가능하며 이는 유추 

로 설명되는 일종의 예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7나}가 가 

진 예외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추라는 기제가 왜 (7다}와 같은 문장에는 적용 

되지 않는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6)과 (7)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이 능동의 대격 중출문과 필연적인 관련을 맺지는 않 

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편 이광호(1988)은 ‘을/를’을 대격조사로 보았지만 이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이 사동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 

동 동사는 대격조사를 배당하지 못한다는 점， 피동문의 주어는 어떠한 [+행동성]， 

[+의도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피동문이 아닌 사동문으로 해 

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르면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은 의미적으 

로만 피동일 뿐 사동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았다. 

7) 강영세 • 고창수 • 김귀화 • 김영희 (1994:318)에서 가져옹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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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뭇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 

렸다. 

나.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다는 뜻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 불렸다. 

같은 형식과 어휘를 가지고 있지만 (8가)와 (8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8가)는 사동문이며 (8나)는 의 미상으로는 (8나’)와 같은， ‘을/를’을 갖는 피동문 

인 것이다. 이 광호(1988)과 같이 (8나)를 사동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통사적으 

로 이러한 의미 차이를 해석할 도리가 없게 되고 결국은 의미가 다른 두 개의 

‘물리다’를 상정해야 한다. 또한 ‘이/개 대신 ‘을/를’이 향상 나타나는 ‘빼앗기다’ 

구문에서 오히려 피동문 주어의 [+행동성]， [+의도성]을 상정한 ?철수는 강도한 

테 일부러 돈을 빼앗겼다’와 같은 문장이 아주 이상한 것은 이러한 문장들을 사 

동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을/를’을 대격조사로 본 논의 중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창수 · 시 

정곤(1991)의 견해다. 이 연구는 피동접미사의 ‘굴콕적’인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아래 (9)과 같은 문장은 (10)과 같은 기저구조에 의해 설명이 가능 

하다. 

(9) 영희가 철수에게 손을 잡혔다. 

(10) [영희 철수에게i [PROi 손 잡JvP 히pass]Ip 

이때 ‘-히-’가 i손 잡-’까지 지배하는 요소라면 ‘손’에 대격을 주는 것은 피동사 

파생 이전의 타동사 ‘잡-’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살펴본 ‘빼앗기다’ 같은 것 

도 동일한 구조로 설명될 것이다. 문제는 그럼 왜 ‘잡히다’는 ‘을/를’ 대신 ‘이/가’ 

가 올 수 있는데 ‘빼앗기다’는 ‘이/가’가 올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범인이 

경찰에게 세 명을 잡히다’와 같은 문장이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을/를’의 성격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 

문을 단일한 범주로 보고 동일한 기제로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다읍 장에서는 

‘을/를’ 피동 구문을 통해 ‘을/를’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닌 복합적인 성격을 살펴 

볼것이다. 



조사 ‘을/률’이 나타나는 피동문에 대하여 

i ‘을/률’이 나타나는 피동문의 성격 

3.1.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의 실현 양상 

3.1.1. 피동주와 ‘을/를’의 실현 양상 

85 

2장에서 ‘을/를’을 대격조사로 보는 입장을 살펴보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우인 

혜(1994)에서는 피동주 중 하나와 ‘을/를’이 결합하는 피동문이 대격 중출문을 

가진 능동 대당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6)과 (7)의 

예를 들어 그 관련성이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많은 논의에서 

제시되었듯이 두 피통주 사이에는 ‘전체-부분’， ‘소유주-소유물1의 관계처럼 어떤 

관련성 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음 (11나)， (12나)처 럼 두 피동주가 전 

혀 관계없는 짝으로 이뤄진 예는 적격하지 않다. 

(11) 가. 우리 가족은 (우리) 재산을 그 사람한테 빼앗겼다. 

나*우리 가족은 영숙이네 집 재산을 그 사람한테 빼앗겼다. 

(12) 가. 나는 손을 영숙이한테 꼬집혔다. 
나*나는 엄마 손을 영숙이한테 꼬집혔다. 

그러나 이것은 두 피동주 사이의 관련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하 

기보다는 논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행동주에 의해 실현되는 하나의 행위 

안에서 두 개의 피동주가 영향을 받으려면 그 두 개가 별개의 것이기보다는 하 

나의 영역 안에 묶일 수 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8) 

그런데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이라고 해서 피동주와 ‘을/를’이 결합하는 양 

상이 모두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13) 가 아이가 모기에게 얼굴이 물렸다. 
나. 아이가 모기 에게 얼굴을 물렸다. 

다.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라. 모기가 아이를 얼굴을 물었다. 

8) 익명의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두 개의 피통주로 설현된 성분 중 ‘을/를’과 결합할 수 있 
는 피통주가 추상적인 대상일 때는 ‘전체-부분’， ‘소유주-소유물’의 관계가 아니어도 부적절하지 않다 
고 하였다. 이러한 예는 두 개의 피동주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가) 나는 엄마(의) 사랑을 영숙이한테 빼앗겼다. 
{나〕 나는 가문의 병 예를 그들에게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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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철수가 영회에게 손이 잡혔다. 
나. 철수가 영회에게 손을 잡혔다. 

다*철수가 영희에게 잡혔다.9) 

라. 영희가 철수를 손을 잡았다. 

(15) 가*영회가 철수에게 돈이 빼앗겼다. 
나.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빼앗겼다. 

다*영회가 철수에게 빼앗겼다. 

라*철수가 영회를 돈을 빼앗았다. 

남수경 

위 (13)-(15)의 예들을 살펴보면 모두 ‘을/를’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동 

사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을/를’이 나타난 문장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3)과 (14)를 비교해 보자. 이 두 예는 (가)， (나)에서 두 번째 피동주에 

‘이/가’와 ‘을/를’이 모두 결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얼굴’이 생략된 

(13다)는 가능한데 반해 ‘손’이 생 략된 (14다)는 불가능하다.10) 즉， (13)과 (14)는 

똑같은 구조인 것 같지만 (14)의 ‘손’은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적인 성분인 반면 

(13)의 ‘얼굴’은 생략이 가능한 수의적인 성분인 것이다. 이어서 (14)와 (15)의 예 

를 비교해 보면 앞에서도 밝혔지만 (14)는 (147}，나)에서 보듯 ‘을/를’과 ‘이/가’ 

가 모두 가능한데 반해 (15)는 (157}，나)에서 보듯 ‘이/가’가 나타나는 예가 불가 

능하며 ‘을/를’이 나타나는 예만 가능하다. 그러나 (14), (15)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13)과 달리 ‘손’이나 ‘돈’이 생략된 (14다)， (15다}와 같은 문장이 불가능하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은 ‘이/가’도 가능하느냐 ‘을/를’만 가능 

하느냐에 따라， 또 ‘을/를’을 취하는 피동주가 생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13)-(15), 세 가지 유형으로 나뀐다. 이들은 ‘을/를’이 피동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을/를’이 나타난 성분， 즉 ‘얼굴을’， ‘손을’， ‘돈을’의 필수 

성， 수의성에서는 차이점을 지닌다. ‘얼굴’이 생략될 수 있는 수의적인 성분이라 

고 한다면 ‘손’과 ‘돈’은 생략되지 않는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말하면 생 략될 수 없는 (14나)와 (15나)에 나타난 ‘손을’과 ‘돈을’은 목적 어 

라 할 수 있고 (13나〕의 ‘얼굴을’은 (13다)와 달리 ‘아이의 어디가 모기에 물렸는 

지’가 중요한 정보일 때만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목적어를 정의하면서 필 

수성과 수의성만을 따지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목적어 외에도 보어 둥 다른 

필수적인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을/를’이 나타난 성 

9) 문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뜻은 (147}，나，라)와 아주 다르다. 

10) 이러한 차이는 우인혜(1994)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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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른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홍식(1996:103-107)은 국어의 목적어를 정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피동 구성에 ‘을/를’이 나타나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때 ‘을/를’을 동반하는 명사 

구를 목적어라 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접속문에서의 목적어 공유 현상， 관 

계절 구성， 이러한 구성의 주어가 갖는 동작주적인 특성， 의미론적인 특성 등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을/를’이 나타나는 성분은 완전한 목적어인 것 

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올/를’을 가졌다는 점에서 똑같은 구성인 것처럼 보이 

는 (13)-(15)의 예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점을 각각의 관계절 구 

성을 통해서 보기로 하자. 

(13') 가. ??아이가 불린 얼굴 
나. ?아이가 모기에게 물련 얼굴 

다. 아이가 모기에게 물린 얼굴이 빨강게 부었다. 

(14') 가.??철수가 잡힌 손 
나. ?철수가 영희에게 잡힌 손 

다. 철수가 영희에게 잡힌 손은 왼손이었다. 

(15') 가. 영희가 빼앗긴 돈 
나. 영희가 철수에게 빼앗긴 돈 

다. 영희가 철수에게 빼앗긴 돈이 자그마치 오백만 원이다. 

각 예에서 〔가}는 피동주만 제시된 것이며 〔나)는 ‘에게’류 조사가 결합한 행동 

주까지， (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문장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13')과 (14')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자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15')와 구분된다는 것만은 뚜렷이 알 수 있다. (15’)는 (가，나， 

다) 모두 자연스러운 반면 (13'), (14')는 자연스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좀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보다는 (나)， (나)보다는 (다)가 더 자연스럽다. 

관계절 구성 이전의 원문장 (13나)， (14나)， (15나)로 돌아가서， 이들 모두 목적어 

가 나타난 피동문이지만 ‘물리다’， ‘잡히다’보다 ‘빼앗기다’가 쓰인 (15나}의 피동 

문이 보다 전형적인 타동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13)-(15)의 (라)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2장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을/를’ 피동문은 대격 중출문인 능동문에서 도 

출되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13)-(1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격 중출문인 능동문 〔라)가 가능한 문장이면 두 번째 피동주에 ‘이/가’가 나타 

난 (가)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37})와 (147})는 각각의 능동 대격 중출문 

(13라)， (14라)가 적격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 (157애는 능동 대 격 중출문 (15라} 

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는 다음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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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경찰은 범인을 두 명을 잡았다. 
나. 경찰에게 범인이 두 명이 잡혔다. 

다*경찰에게 범인이 두 명을 잡혔다. 

(17) 가. 객그 사람은 나를 가문의 명예를 짓밟았다. 
나. 건그 사람에게 나는 가문의 명 예가 짓밟혔다. 

다. 그 사람에게 나는 가문의 명예를 짓밟혔다. 

남수경 

(16)은 (가)의 능동 대격 중출문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나)의 ‘이/캐 피동문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17)에서는 (가)의 능동 대격 중출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의 ‘이/가’ 피동문도 어색하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는 (다) ‘을/를’ 피 

동문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동주 둘 모두와 ‘이/가’가 결합 

하는 문장은 이와 관련된 능동문이 대격 증출문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손이 잡 

혔다’와 ‘철수가 영회에게 손을 잡혔다’가 의미상 공통성을 갖기 때문에 밀접한 

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는 능동의 대격 중출문과 관계있는 문장이고 후자 

는 독자적으로 대격조사 ‘을/를’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즉 이들 피동문은 전혀 

다른 기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3.1.2. 행동주의 실현 양상 
앞에서 우리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의 피동주와 조사 ‘을/를’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거기에서 관찰한 것은 피동문에 ‘을/를’이 나타난다고 해서 

피동문의 구조가 모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점， 또 (13), (14), (1 
5)의 세 가지 유형의 ‘을/를’ 피동문 중에서 (15)에 가까울수록 ‘을/를’ 피동문이 

완전한 타동문에 가까워진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피동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인 피동주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변 여기에서는 피동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행동주와 그것의 조사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편의상 피동문을 능동 대당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피동사는 일반적으로 

능동 대당문에 나타나는 목적어 논항을 주어로， 주어 논항을 사격 논향으로 취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 능동 대당문의 주어 논항의 실현과 관련해서 특정적으로 드러나는데 영어 

에서도 ‘by+명사구’ 구성이 쉽게 생략되긴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 

동주 명사구의 실현이 영어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1) 

11) 김윤신(2001:91-9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한국어의 피동에서 행동주 실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가) ??누구에 의해 창문이 열렸니? 

(나)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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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문을 상정하고 피동문을 피동화 과정에 의해 능동문에서 도출된 것으로 

정의한다면 국어에서 능동문의 주어는 ‘에， 에게， 한테’12) 또는 ‘에 의해’ 등과 결 

합해서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며， 동사는 피동 

사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행동주와 ‘에， 에게， 한테’ 등의 ‘에게’류 조 

사나 ‘에 의해’가 결합하는 양상은 아주 불규칙하다. ‘에게’류와 ‘에 의해’가 피동 

문에 나타나는 양상은 반드시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피동문의 양상을 살펴본 후에 ‘을/를’ 피동 

문에서 이와 같은 행동주의 실현 양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볼 것이다. 

먼저 피동사 ‘업히다’가 나타난 (18)의 예를 보자. 

(18) 7}. 영회는 철수에게 업혔다. 

나*영희는 철수에 의해 업혔다. 

앞서 우리는 국어에서 피동문이 만들어질 때 능동 대당문의 주어는 ‘에게’류나 

‘에 의해’와 결합해서 부사어로 바뀐다고 했는데 (18나)의 문장은 이러한 피동법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피동주의 행동주-능동 대당문의 주어-가 동 

사에 따라 어떤 것은 ‘에게’류로 실현되는 반면， 어떤 것은 ‘에 의해’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장에서는 ‘업히다’라는 피동사가 ‘에 의해’가 결합한 행동주 성분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그에 반해 다음에 보인 (19), (2이은 (18)과 달리 행 
동주가 ‘에게’류가 아니라 ‘에 의해’와 결합해서 실현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었다. 

(19) 자 그 문제는 철수에 의해 풀렸다 
나*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렸다. 

다. 철수가 그 문제를 풀었다. 

(2이 가. 문이 철수에 의해 닫혔다.13) 

나*문이 철수에게 닫혔다. 

다. 철수가 그 문을 닫았다. 

국어에서는 (가)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아주 어색한 문장으로 생각된다. 물론 ‘열리다’는 행동주 

를 나타낼 때 ‘에게’류 조사가 아닌 ‘에 의해’를 통해 행동주를 나타내는 피동사다. 그럼에도 (가)와 
같은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열리다’라는 피동사는 행동주를 부각시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동주를 부각시켜서 (가〕의 의미률 말하고자 할 때 화자는 〔가)와 같이 말하기보 
다는 “누가 창문을 열었니?"라는 문장을 선택할 것이다. Shibatani(1985:837)은 원형적인 피풍문의 
특질 중 하나로 이와 같이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들었다. 

12) 이하 ‘에게’류로 통칭한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용법상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틀을 묶지 않고 각각을 언급해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에서다. 

13) 물론 이 문장은 각주 11)에서 지적한 ‘열리다’의 예처럼 정문이지만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나 행동주 
를 굳이 밝히자면 ‘에게’류보다는 ‘에 의해’와 결합해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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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나)와 (20나)는 (18)과 달리 행동주가 ‘에게’류와 함께 나타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그런데 (21)처럼 양쪽 모두로 실현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21) 7}. 탈옥수가 경찰에게 잡혔다. 

나. 탈옥수가 경찰에 의해 캅혔다. 

다. 경 찰이 탈옥수를 잡았다. 

(217})와 (21나)는 능동 대당문 (21다)와 비교해 행동주가 ‘에게’와 ‘에 의해’와 

결합한 두 문장 모두가 적격한 문장임을 보여준다. 

(18H21)의 예들을 보면 피동문의 행동주가 ‘에게’류나 ‘에 의해’， 어느 한 쪽과 

결합하거나 양쪽 모두와 결합하는 것을 어떤 규칙으로서 제시할 수 없으며 이러 

한 현상은 동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 같다. 물론 더 천착해 보면 이러한 현 

상의 이변에 존재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4) 그러나 이 글이 관 

심 갖는 것은 원리가 아닌 현상 자체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행동주가 실현되는 양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러한 조사 

결합의 양상이 피동문의 성격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앞에서 일반적인 피동문에서 행동주가 실현되는 양상올 ‘에게’류만 실현되는 

예(18)， ‘에 의해’만 실현되는 예(19， 20), 양쪽 모두 자연스러운 예(21)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을/를’ 피동문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에게’류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의 

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능동문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15) 

14) 이정택(2002)에서는 피통문이 능동주 표지를 결정하는 원리를 격 충돌 회피의 원리， 무정물 피동주 
회피의 원리， ‘ 에 의해’의 유표성 원리 동으로 본 바 있다. 또한 이정택(2003)에서는 이를 수정 • 보 
완해서 크게 조사 능동주 표지를 제한함으로써 ‘-에 의해’를 사용하게 하는 원리와 ‘-에 의해’ 능동주 

표지를 제한함으로써 조사 능통주 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원리로 나누고 이 둘을 다음과 같이 상세 
화하였다. 

가. 조사 능동주 표지를 제한함으로써 ‘-에 의해’를 사용하게 하는 원리 
1) 격충돌 회피의 원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격이 함께 출현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 
때문에 조사 능동주 표지가 제약되는 현상 

2) 무정물 피동주 회피의 원리: ‘-에게’가 그 전형적인 용법에 이끌렴으로써 무정물 피풍 주어를 
회피하는 현상 

3) 간접성 회피의 원리: 농동주의 능동 작용이 피동 양상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조사 능동 
주 표지가 제약되는 현상 

나. ‘-에 의해’ 능동주 표지를 제약함으로써 조사 능동주 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원리 
1) 문체 제약의 원리: 일방적인 구어체에 ‘-에 의해’가 제약되는 현상 

15) 피동문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22-24)의 (다) 대신 ‘개가 철수를 다리를 물었다’의 대격 중출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은 반드시 대격 중출문을 전 
제로 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을/를’ 피동문이 속격 구성의 농동문에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 
는 것도 아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가)의 피동문이 (나)의 속격 구성의 능동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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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철수는 개한테 다리를 물렸다. 

가’. 철수는 개한테 다리가 물렸다. 

나. ??철수는 개에 의해 다리를 물렸다. 

나’. 낀철수는 개에 의해 다리가 물렸다. 

다. 개가 철수의 다리를 물었다. 

(23) 가. 칠수는 영회 에게 손을 잡혔다. 

가’. 철수는 영희 에게 손이 잡혔다. 

나. ?철수는 영회에 의해 손을 잡혔다. 

나’. ?철수는 영희에 의해 손이 잡혔다. 

다. 영회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24) 가 그 사람은 명희에게 무릎을 차였다. 

가’. 그 사람은 명희에게 무릎이 차였다. 

나. ?그 사람은 명회에 의해 무릎을 차였다. 

나’. ?그 사람은 명희에 의해 무릎이 차였다. 

다. 명희가 그 사람의 무릎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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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의 피동문은 각각 (다)의 의미를 지닌 문장들이다. 각각의 {가}는 이들 

피동문에 ‘을/를’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나，나’)와 같이 ‘에 

의해’가 나타난 예들인데， ‘에게’나 ‘한테’가 결합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부자 

연스럽게 느껴진다)6) 

다음은 ‘에게’류와 ‘에 의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이다. 

(25) 7}. 그 건물은 구청 직원블에게 담을 헐렸다. 

가’. 그 건물은 구청 직원들에게 답이 헐렸다. 

나. 그 건물은 구청 직원들에 의해 담을 헐렸다. 

나’. 그 건물은 구청 직원들에 의해 담이 헐렸다. 

다. 구청 직원들이 그 건물의 담을 헐었다. 

〔가〕 나는 엄마의 사랑을 영숙이한테 빼앗겼다. 
(나) 낀영숙이는 냐의 엄마의 사랑을 빼앗았다. 

다만 피동문이 갖는 대략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나머지 예에서도 편의상 〔다)에 능동문의 예를 
제시할것이다. 

16)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22)-(24)의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다른 것 같다. (23}(24)는 ‘에 의해’를 쓴 것 
이 (22)보다 덜 부자연스럽지만 ‘에게’보다는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를 하나만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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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 김 회장의 비리가 검찰에 꼬리를 잡혔다. 
7F. 김 회장의 비리가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 
나. 검 회장의 비리가 검찰에 의해 꼬리를 잡혔다. 

나’. 김 회장의 비리가 검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다. 검찰이 김 회장의 비리의 꼬리를 잡았다. 

남수경 

피동주가 ‘을/를’， ‘이/가’ 모두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행동주도 ‘에게’류 조사 

와 ‘에 의해’ 모두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주가 ‘에 의해’로만 실현되는 예를 살펴보겠다. (27-28)을 보도 

록하자. 

(27) 가*이 근방은 인부들에게 도로를 다 막혔다. 
7F. *이 근방은 인부들에게 도로가 다 막혔다. 
나*이 근방은 인부들에 의해 도로를 다 막혔다. 

나’. 이 근방은 인부들에 의해 도로가 다 막혔다. 

다. 인부들이 이 근방의 도로를 다 막았다. 

(28) 가*그 개는 사람들에게 뼈를 땅에 묻혔다. 
7F. *그 개는 사람들에게 뼈가 땅에 묻혔다. 
나*그 개는 사람들에 의해 뼈를 땅에 묻혔다. 

나’. 그 개는 사람들에 의해 뼈가 땅에 묻혔다. 

다. 사람들이 그 개의 뼈를 땅에 묻었다. 

(27-28)의 {개 가’， 나)에서는 행동주가 ‘에게’류와 결합하지 않으며 ‘을/를’과 

결합한 성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22-28)의 예에서 행동주가 ‘에게’류와만 결합하는 유형， ‘에게’류와 ‘에 

의해’ 모두와 결합하는 유형， ‘에 의해’와만 결합하는 유형 등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들 유형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경향은 피동주가 둘로 실현될 수 

있는 피동문에서 ‘에게’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을/를’ 또한 나타날 수 있지만 

‘에게’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을/를’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에게’류와 행동주의 결합을 용인하는 문장은 두 개의 피동주 중 하나의 피동주 

가 ‘을/를’과 결합하는 것 역시 용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위에서 ‘에게’류가 나타날 수 있는 문장에 보이는 피동사들은 이전의 

논의들에서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 구성을 보이는 피동사라고 지적된 동사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유혜원(1999:208-212)은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이루는 피동사로 ‘잡히다， 

꺾이다， 깎이다， 잘리다， 꼬집히다， 불리다， 밟히다， 뽑히다， 뜯기다， 빼앗기다， 헐 

리다’ 둥을 들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를 더 추가해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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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잡히다， 꺾이다， 깎이다， 잘리다， 꼬집히다， 물리다， 묶이다， 밀리다， 떠밀 

리다， 밟히다， 뽑히다， 뜯기다， 빼앗기다， 헐리다， 긁히다， 받히다， (발등 등 

을) 찍히다， (사진 등을) 찍히다， 걷어차이다， 차이다， 끼이다， 떼이다， 떼 

먹히다， 베이다 둥η) 

(29)에서 제시한 피동사들은 ‘을/를’과 결합할 수 있는 피동사들이지만 동시에 

‘에게’류 조사가 결합해서도 적격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유혜원(199 

9:208-212)은 이러한 동사들이 [접촉성1이라는 의미 특성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많은 동사들이 [접촉성]을 보임에도 1사진 등을) 찍히다’나 ‘빼앗기 

다’， ‘(돈을) 떼이다’ 등과 같이 [접촉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동사들도 있다. 따라 

서 이들은 [접촉성]이라는 지배적 경향 외에 임홍빈(1978/1998)에서 제시된 ‘피 

해피동’의 의미 특성도 보인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 피동주의 부분 

또는 피동주와 관계있는 어떤 것이 행동주에게 종속되거나(잡히다， 빼앗기다， 떼 

이다l 떼먹히다) 아니면 행동주의 행동에 의해 접촉， 손상되거나 지배적인 영향 

을 받는 경우(꺾이다， 깎이다， 잘리다， 꼬집히다， 불리다， 묶이다， 밀리다， 떠밀리 

다， 밟히다， 뽑히다， 뜯기다， 헐리다， 긁히다， 받히다， (발퉁 등을} 찍히다， (사진 

등을〕 찍히다， 걷어차이다， 차이다， 끼이다， 베이다， 먹히다)에 쓰이며 또한 ‘을/ 

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29)의 동사들이 쓰인 문장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동주가 ‘에게’류 조사와 결합한 형태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들 동사와 ‘에 

게’류 조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 의해’와 다른， ‘에게’류 조사가 가진 어 

떤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정택(2003)은 행동주의 표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행동주의 피동주에 대한 작용 양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에게’와 ‘에 의해’가 달리 사용되는 경우를 관찰했다. 이에 따르면 ‘에게’ 대 

신 ‘에 의해’가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를 ‘간접성 회피의 원리’라고 하고 ‘에게’류 

조사는 직접적인 작용에 한해서만 사용된다 하였다.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예 

들에서도 ‘에게’는 대체로 행동주의 직접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설명은 행동주의 직접적인 작용을 전제로 하는데도 ‘에게’류가 불가능한 (1 
9나)의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렸다’나 (20나)의 ‘*문이 철수에게 닫혔다’와 같은 

예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김윤신(2001:92)는 ‘“-에게’나 ‘-한테’， 또는 ‘-에’가 쓰이는 경우에는 능동형 

에서 주어가 행동주인 동시에 대상이 이동하는 착점(goal)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동동사에서 능동의 주어인 논항은 피동을 야기하는 동작의 행동주라 

기 보다는 일종의 착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도둑이 

17) (29)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먹히다’와 같은 피몽사도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제약적으로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옛날에 같은 마을에 살던 아저씨가 호랑이한테 닫린들 먹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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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한테 잡혔다’와 같은 문장을 보았을 때 ‘잡히다’의 능동의 짝 ‘잡다’의 주어가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대상인 목적어가 행동주 쪽으로 이동하므로 이것이 행동 

주인 동시에 착점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예에서도 ‘에게’류 조사와 결 

함한 논항이 행동주로서뿐만 아니라 착점으로서의 의미 역시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5나)의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빼앗겼다.’와 같은 문장은 ‘철수’가 

‘돈’이라는 대상을 빼앗은 행동주이면서 동시에 ‘돈’이 도달한 착점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19나〕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렸다.’나 (20나〕 ‘*문이 철수 

에게 닫혔다.’와 같은 예가 불가능한 이유는 ‘철수’가 행동주이기하지만 착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예를 아래에 제시한다. 

(3이 나는 나뭇가지에 손을 긁혔다. 

(31) 7}. *저 가구는 이삿짐센터 직원한테 모서리를 긁혔다. 

나. 저 가구는 쇠창살에 모서리를 긁혔다.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긁힌 (3이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 

자. 여기서 나뭇가지는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는 행동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긁 

혔다’는 피동의 사태와 관련해 대상인 ‘손’이 이통한 착점이기 때문에 ‘에게’류 조 

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31)은 이삿짐센터 직원이 가구를 운반하다 쇠창살에 

가구 모서리를 긁은 경우를 나타낸 문장인데 결국 ‘긁히다’라는 작용이 도달한 

착점은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니라 ‘쇠창살’이므로 ‘에게’류 조사와 결합할 수 있 

는 것은 ‘쇠창살’이 된다. 

우리는 3.1.1에서 피동 구문에 나타나는 ‘을/를’이 대격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사는 ‘에게’류 조사의 출 

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고 이 때의 ‘에게’류는 ‘착점(goal)’의 의미를 기 

저에 깔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을/를’과 ‘에게’류가 결합하는 피동문의 

피동사는 일종의 여격동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그러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 

내주는 피동사는 두 번째 피동주와 ‘이 /7F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목적어가 나타나는 ‘빼앗기다’류의 통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었다. ‘빼앗기다’류의 

통사가 쓰인 피동문은 비록 피동주와 행동주를 전제로 하는 피동문이지만 ‘을/ 

를’과 결합하는 ‘대상’이 있고 행동주인 동시에 그 대상이 도달하는 ‘착점’을 가지 

고 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동 구문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 

다. 

3.2. 피동문의 구조 

이제 피동문의 구조를 행동주가 ‘에게’류와 결합할 수 있는 문장과 ‘에게’류와 

결합할 수 없는 문장， 즉 ‘에 의해’와만 결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나누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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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자. 먼저 ‘에 의해’만이 행동주와 결합하는 피동문을 그것의 구조와 예를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에서 ‘에 의해’와 결합된 성 

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2) 가. P-가 (A-에 의해) V-pass-다. 
나. 문이 〔철수에 의해) 열렸다. 

(이하 P: 피동주，A:행동주， V-pass-다: 피동사) 

한편 ‘에게’류를 취할 수 있는 피동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33) 가. p-가 A-에 의해/에게 V-pass-다. 
가’. 탈옥수가 경찰에 의해/에게 잡혔다. 

나. P1-가 A-에 의해/에게 P2-가 V-pass-다. 

나’. 철수가 영희 에 의해/에게 손이 잡혔다. 

(34) 가. P1-가 A-에게/?-에 의해 P2-를 V-pass-다.18) 

나. 철수가 영희 에게/?-에 의해 손을 잡혔다. 

다. 영희가 철수에게/-?에 의해 돈을 빼앗겼다. 

우리는 여기서 (33나)와 (34)의 구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는 이 둘을 동일한 구조로 보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P2-가’가 가능 

한 (33나)는 ‘A-가 P1-을 P2-를 V-다’와 같은 대격 중출문 구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만 ‘P2-를’이 가능한 (34)는 여격동사적인 피통사에 의해 형성된 타동사적 

구성으로 본다. 즉，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라는 능동문은 피동문으로 바꾸 

면 ‘영희의 손이 철수에게 잡혔다’와 같은 (337})의 구조로， ‘철수가 영희를 손을 

잡았다’라는 대격 중출의 능동문은 ‘영회가 철수에게 손이 잡혔다’와 같은 (33나) 

의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영희가 철수에게 손을 잡혔다’와 같은 문장은 (3 
4)와 같은 독자적인 여격동사 구문에 의해 형성된다. 이때 (33가，나)와 같은 구조 

는 (32)와 같이 ‘에 의해’만 나타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자동사적인 피동사 구문 

이다. 그에 반해 (34)의 구조에는 타동사적 인 피동사가 나타난다. 

필자가 제시한 구조는 일견 김윤신(1997)의 ‘피동성 능격구성’과 유사해 보인 

다. 그러나 김윤신(1997)이 자동사， 타동사적 구성 모두 ‘피동주-대상-피동사’의 

통일한 통사 구조를 설정한 데 비해 여기에 제시된 구조는 자동사적 구성인 (33 
나)는 능동의 대격 중출문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되는 반면 (34)는 독자적인 여격 

동사적 구성을 이룬다는 점이 다르다. 

18) ‘에 의해’ 앞의 ?’를 한 것은 이 경우 ‘에게’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통문에 ‘에 의해’가 쓰이면서 
이러한 구성에도 ‘에 의해’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성에는 ‘에게’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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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 (35)는 ‘을/를’이 나타 

났는데도 행동주가 ‘에게1류 조사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4)의 피동문 구조의 예 

외로 보이는 예이다. 

(35) 영숙이가 (매스컴에 의해) (사람들한테) 얼굴을 팔렸다. 

영숙이의 얼굴을 판 행동주는 매스컴이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테’와 결합한 ‘사람들’은 행동주와 전혀 무관한， 말 그대로의 여격어이다. 그러 

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57})의 문장에서 

순수한 착점의 의미역을 지닌 ‘사람들한테’가 실현되거나 또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주가 ‘에게’류와 실현되는 것이 저지되는 것이며 이때 나타난 피통사 

‘팔리다’ 역시 여격어를 요구하는 여격동사이다. 단지 그 여격어가 행동주가 아닌 

순수한 여격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3.3. 국어 피동법의 형태와 의미 

2장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언급했듯이 이들 중 일부의 논의들이 피 

동문에 나타나는 ‘을/를’이 대격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을/를’과 함께 나타나는 피동사가 타동사업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피동사가 

타동사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을/를’이 대격조사일 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당연하게 이끌어진 결론이었을 것이다. 이광호(1988)에서 이것이 사동문 

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이러한 전제를 붙들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틀림없다. 이처 

럼 그동안 ‘을/를’이 나타난 피동문이 국어에서 기이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은 영 

문법을 근거로 능동문의 피동주가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실현되어야 하고 목적어 

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범언어적인 증거들은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사실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Croft(2001)은 영어 

의 피동을 ‘표준적인(canonical)’ 피동 구성이라 보고 능동문과 구별되는 구조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6) 가. 행동주는 (그것이 표현된다면) 사격어처럼 실현된다. 

나. 피동주는 주어처 럼 실현된다. 

다. 동사는 능동 구성의 동사와 형태론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그는 범언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언어마다 이 세 가지 자질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언어에 따라서는 피동주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제시 했다.19) 

19) 일례로 Croft(2001:291)에서 제시한 핀란드어의 Indefinite(일종의 “피동")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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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동문에서 피동주가 주어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는 국어 피동법이 드러내는 다양한 현상의 일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우 

리는 Shibatani(1985:821)가 “피동문은 능동문과 연속체를 형성한다”고 했던 바 

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에는 피동주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에 의해’， 또는 ‘에게’류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피동문 

이 있는 반면에， 피동주의 의지가 드러나는 능동문적 성격을 지닌 피동문이 았 

다. 

(37) 가. (철수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나. 영숙이는 철수한테(철수에 의해) 손이 잡혔다. 

다. 영숙이는 철수한테(?철수에 의해) 손을 잡혔다. 

다’. 영숙이는 철수한테 일부러 손을 잡혔다. 

다n *영숙이는 철수에 의해 일부러 손을 잡혔다 

(377})는 피동주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반면 (37다)와 같은 문장은 주 

어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 많은 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문장은 주어의 의 

도를 표시하는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와 같은 말이 나타난 (37다’)로도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에게’류 조사 대신 착점의 의미는 없고 행동주의 의미만을 

부각시키는 ‘에 의해’가 ‘철수’와 결합할 경우에는 피동주의 의도를 표시하는 ‘일 

부러’와 같은 말이 나타날 수 없다(β37다다’”’ 

피동문에 펴동주의 의도성이 개입된 예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8) 가. 자， 저한테 업히세요. 
나. 남자 친구한테 손도 좀 잡히고 그러세요. 

다. 사진 잘 찍히 려고 난리들이네. 

라. 그 사람은 사장한테 눈도장 찍히려고 사장실 앞을 들락거렸다. 

일반적으로 피동문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행동주고 피동주는 그러한 행동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위의 예들은 피동주의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반대로 피동사와 달리 타통사임을 의심받아 본 일이 없었지만 주어의 의도를 

(가) Miehet vietiin poliisiasemalle 
man:PL.NOM took:INDF políce.station:to 
‘The men/Men were taken to the police station.' 

(나) Hänet vietiín poliisiasemalle 
3SG:ACC took:INDF police.station:to 
‘The men/Men were taken to the police station.' 

{가)에서는 피동주가 주어로 실현되었지만 〔나)에서는 피동주가 대격을 받아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었다. 이처럼 피통주가 피동문에서 목적어로 설현되는 현상은 마사이어에서도 발견 
되는 현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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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지 않는 동사들도 존재한다. 

(39) 철수는 갖고 있었던 돈을 도박꾼한테 다 잃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타동사적인 성격을 지닌 피동사들은 (39)의 동사처럼 주 

어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온전한 타동사들과 함께 타동사의 주변부를 형 

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살펴본 바 

에 의하면 ‘을/를’은 단순히 의미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격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을/를’이 결합하는 피동문에서 보통 행동주라 하는 것들은 단 

순한 행동주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도달하는 착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을/를’과 결합하는 피동사가 갖는 여격동사적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 좀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들-예를 들어 이러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행동주와 피동주의 양상， 능동 대당문과의 관계， 피동문과 능동문의 연속성 등一 

에 대해 간과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관련된 남은 문제들을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 부족한 글을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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