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의 수동구문과 몬태규 문법* 

익 환 

1. 서언 

본 논문은 몬태규 문법의 이론하에서 영어의 통사 • 의미적인 면을 다울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우선 본 논문은 영어의 수동구문을 위한 어휘적 

작동 (lexical operation) 의 펼 요성 을 보이 려 하며 이 를 위 해 Keenan (1981) 의 논의 를 검 토하 

여 그 약점 을 지 적 하겠 다. 그리 고 둘째 로는 구절 작동 (phrasal operation) 도 펼 요함을 논의 

하겠다. 이러한 두가지 점을 논의하여 영어의 수동 규칙을 세우려는 것이다. 통사적인 면 

에서 운장 단계 (sen tence level) 의 수동규칙이 별로 타당치 못한 점을 보이기 위한 논의도 

한다. 

2. 형용사적 수동형 

소위 말하는 형 용사적 수동형 (adjectival passive 혹은 unpassive) 이 란 이 미 오래 전 부터 논 

의 되어 오먼 것으로 통사이론을 추구하는 학자들도 최근에 이를 위해 앵어 수동형은 두 

가치 규칙이 있어야 적절히 섣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 를 플면， Wasow ( 1977)나 

Chomsky (l981) 동은 이동규칙으로서의 통사척 수동형과 기저에서 생성되는 (base-generated) 

형용사적 어휘규칙으로서의 수동규칙의 두가지가 펼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검토하여 보고， 이들의 주장 중 문장단계 (sentence level)의 통사적 수동규칙의 약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겉으로 보아 수동형의 과거분사와 같이 보이는 분사들이 사실은 형용사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검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 A broken box sat on the table. 

(2) John looked 냉짧앓 } . 
(3) a. The island was uninhabited by humans . 

b. *Humans uninhabited the island. 

(1)의 문장 안에 있는 broken은 명사 앞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사의 독특한 

특질 중에 한가지이다. 문장 (2) 에서 보는 것은 looked 다음에 오는 happy가 보여주고 있듯 

이， 여기는 전형적으로 형용사가 나타나는 자리인데， 여기에 elated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은 수동적인 의미를 전하는 eZated는 형용사적 특성을 지닌다고 말 할 수 있다. 문장 (3) 에 

* 본 논문은 1981년 10월 17일 서 울대 학교 에 학연 구소 제 15회 연 구말표회 에 서 구두 발표되 었 다. 
그 애 여허가지 운제를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신 검한은 (서울大)， 양동휘 (서울大) ， 이기용(중앙大) 
퉁 교수들께 감사한다. 또 자료에 대해 조언을 주신 이기통 교수(연세大)께도 강사드린다. 그러나 본 

논운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결갱도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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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형태적으로 복잡한 분사 (uπ-으로 시작되는 것)는 수동행에만 냐타나지 그 능동의 

대상이 없음을 문장 (3b) 가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수동형을 단순히 능동형과 관 

련지어 모두 통사적 이등규칙에 의지하려는 노력이 타당하지 옷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수동분사를 다 형용사로 취급한다면 Wasow Cl977 ; 341)가 지적하고 

있듯이 다음 (4) '"'-' (5 ) 에 주어진 문장들에서 given과 같은 어휘의 선정규제 (selectional 

restriction) 를 설정하기 가 어렵게 되어버 린다. 

(4) a. The United Fund was given * ( $ 10) . 1 

b. $ 10 was given ( to the United Fund) . 

(5) a. Someone gave the United Fund *( $ 10) . 

b. Someone gave $ 10 (to the United Fund) . 

만일 (4)와 (5) 를 이동규칙을 사용하는 변형 (transformation) 2에 의하여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연， (4) 에 있는 giveη의 선정규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5) 의 문장에 

서 이마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 ) 와 (5) 의 문장을 적절히 연결해주는 타당한 설 

명일 것이다. 또 (6) 에 있는 문장들을 검토해 보자. 

(6) a. John is considered a foo l. 

b. *John is obνious a foo l. 
'1 

여기서 만일 considered가 형용사라면， (6b) 안의 순수한 형용사 obvious 다음에는 a fool이 

올 수 없는데， C6a) 에서 considered 다음에는 a fool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차이 를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4) , (5) , (6 ) 에 있는 문장들과 관련하여 지적된 점들은 수동의 분사가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그리고 위에서 검토해 본 형용 

사적인 면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하여는 수동형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을 두가지로 생각하고 

두가지 수동뮤칙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르면 (7) 에 있는 것과 같은 문장들 

의 애매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7) a. The door was closed. 

b. John was frightened. 

c. John was tired ‘ 

예 를 들어， (7a) 와 같은 문장의 애매성은 (8) 에 나타낸 것처럼 구별될 수 있다. 

(8) a. The door was not open. (closed:Adjective) 

b. Someone closed the door. (closed:Verb) 

ChomskY (1981 : 55)는 이 러 한 차이 를 feature의 차이 로 나타낼 수 있으리 라는 시 사블 한다. 

아좋든，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적 수동형은 그 분사형을 기저규칙 (base rules)으로 생성하는 

것이며， 통사적 수동형이란 이동규칙 에 의한 변형적 방법 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적 

1 여기 서 *( $1이라는 것은 ( ) 안의 어휘 가 없으연 전체 문장이 비 문법 적 인 문장이 된다는 뜻으 
로 쓰인다-

2 이 규칙의 구체적 인 내 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규칙의 구체적 인 언급 
은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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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9) 에 있는 문장의 의미차이 를 설명하지 옷하는 것은 익 히 알려진 바이다. 

(9) a. Beavers build dams. 

b. Dams are bui1t by beavers. 

이 러 한 점 을 Chomsky (l976)는 trace이 론에 입 각하여 이 동규칙 을 이 용하되 의 미 는 해 석 규칙 

으로 처리하며， 이 렇 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잇 점을 논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러한 

점은 구절 작동 (phraral operation) 으로서의 수동형을 인정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 

고 하는 것이 목적이 며 ， 따라서 지 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 문장단계 (sentence level) 의 통사 

규칙으로서의 수동규칙은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 나 이들이 말하는 어휘규칙 내지는 기저 

생 성으로서 의 형용사적 수동형은 이러한 어휘적 처리가 타당함을 주장하려 한다. 

3. 동사구 단계의 수동규칙 

최근 영어 수동구문에 대한 제안으로 Bach ( 1980) 와 Keenan ( 1981)의 분석방법론이 주목 

을 끌고 있다. 이들의 방법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유사성을 (1 0) 에 보인 것 처 럼 

요약할 수 있겠다. 

(10) a. Passive is not a sentence level operation. 

b. Passive is a phrase level operation. 

이 들은 다같이 위에서 검로한 형태적으로 복잡한 비수동 (unpassive 즉 형용사적 수동구문) 

은 거의 논급하고 있지 않다. 

Bach (1980)는 결합된 구의 수동형의 현상을 예로 들어 수동규칙이 동사구절 단계의 조작 

이어야 함올 주장하고 있다. ( ll) 의 문장을 보자. 

(11) John was attacked and bitten by a vicious dog. 

여기서 결합구인 수동 동사구 (Passive Verb Phrase: PVP) 인 atacked aηd bitten은 타동사구 

(TVP) 인 attack aηd bite에 수동의 작동이 일 어 난 것 이 지 , attack과 bite가 따로 떨 어 져 서 각 

각 수동이 된 다음에 결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 문장은 아래 5절 

에서 다시 논의하겠 다. 

Keenan ( 1981)은 의미적 논의를 통해서 수동형이 타동사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절 작동임 

을 주장하고 그 결과는 수동 동사구 (PVP) 가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 

이 한 가지 있다. Keenan이나 Bach는 둘 다 형용사적 수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들 

은 단지， agentless passive와 agent passive를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동규칙이 

문창단계가 아닌 구절단계의 작동이라고만 생각하려 하고 있다. 

특히 Keenan은 수동규칙 이 문장단계 의 규칙 이 아닌 것은 울흔 또 어 휘 적 규칙 (lexical 

rule) 도 아닝을 보이기 위해서 의미적 논의를 한다. (1 2)의 문장을 보자. 

(12) John was kissed by Mary. 

수동규칙 이 단순히 (13) 에 보인 것 같이 kiss라는 타동사 어 휘 에 이 루어 지 는 작동이 아니 며 

(13) ((Pass, kiss) , (by Mary))yp 

(14) (Pass , kiss by Mary)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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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kiss by Mary라는 구의 단계에서 챙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며， 이렇게 하는 것이 조합규칙 (compositionality principle)도 지켜진다고 말한다. 

이제 Keenan의 주장이 꼭 맞지 않음을 보이면， 우리는 어휘적 작동￡로서의 수동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셈이 될 것이다. 이제 Keenan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의 주 

장의 잘못을.논의하겠다. 아래 ( 15)와 (16) 이 같은 진리치 를 가질 수 있는 세계를 생각해 

보자. 

(15) was kissed 

(16) was beaten 

즉， 명 사구의 외 연으로서의 denotation에 서 진리 치 (truth value) 로 가는 함수 (function) 가 

(15) 와 (16)에서 각각X같은 그러한 세계이다. 이제 by Mary를 (15) 와 (16) 에 더하면 (17) 

과 (18) 처럼 된다. 

(17) was kissed by Mary 

(18) was beaten by Mary 

그러면 (17) 과 (18)의 해득은 각각 (19) 와 (20) 처럼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9) interpretation of (17) 

=interpretation of (15) + interpretation of by Mary. 

(20) interpretatìon of (18) 

=interpretation of (1 6) +interpretation of by Mary 

여기서 일단 (15) 와 (1 6) 의 해석이 같다고 설정해 두었음으로 (19)와 (20)의 해석도 같아 

져야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Keenan은 이 결점이 수통태를 kiss와 beat라는 타 

동사 어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 기 Keenan의 주장에 잘못이 있 다고 생 각한다. Keenan이 설 정 한 세 계 를 생 각하더 라도 

(19) 와 (20)의 해석이 꼭 갚아져야 한다는 논리는 서지 않는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어휘적 

단계에서 수동과정이 이루워치게 하면 이런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Keenan의 주장은 

잘못이다. Keenan의 주장이 찰옷임을 보이기 위해 (21)의 상황을 보자. 

(21) a. honest 

b. kind 

여기서 (21)에 있는 두 표현이 denotation으로 갖는 개체 접합아 같은 세계블 생각해 보자. 

Keenan의 추론에 따르면， 조합의 원칙에 따라， 같은 세계에서는 (22a)와 (22b) 도 꼭 같게 

되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2) a. honest man 

b. kind mán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도 틀린 것이며， 이러한 결론이 얻어질 수도 없다. 즉， 옷점 

을 말하면， 이러한 결론이 얻어지리라는 Keenan의 주장이 찰못이다. 따라서， 어휘단계의 

작동으로서의 수동규칙 이 타당하지 않다는 Keenan의 주장은 필수불가결한 주장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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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다. 이와 더 불어， 위에서도 이마 지적한 바와 같이， Keenan은 uninhabited 둥과 

같은 형 용사적 비 수동 (unpassive) 의 경 우에 대 한 논의 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접을 생 각할 때 

모든 영어의 수동형은 구단위의 작동이라는 Keenan의 주장은 찰못이라고 결흔짓는다. 

4. 몬태규 문법에서의 수동규칙 

지금까지의 논의는 수동규칙이 어휘적 단계의 작동안 국면도 있음을 증영하려고 했다. 

앞에 (2절 참조) 논의 한 대 로 Chomsky와 Wasow 등은 어 휘 적 수동과 통사적 수동의 두가 

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여기 서 통사적 수동이란 이동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장 단계 

의 작동규칙 이다. Baèh나 Keenan은 문장 단위 작동으로서의 수동 규칙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구절단계의 수동규칙의 타당성을 보이려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휘적 단계의 작동으로서의 수동규칙이 훨요한 것은 사실아다. 따 

라서 영 어.의 수동규칙을 어휘단계 작동과 구철단계 작동의 두가지로 갱하자는 것이다. 특히 

어휘적 작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은 수동규칙이 단순히 어휘쩍 타통사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3) 과 (24) 에 주어진 문장들을 보자. (참조 Thomason, 

1976: 107; Dowty, 1978:421) 

(23) a. A woman was expected to go. 

b. They expected a woman to go. 

(24) a. Mary was given a book by John. 

b. John gave a book to Mary. 

이 문장들을 조합원칙 (compositionality principle) 에 따라 유도하는 데는 (23a) 의 경우는 

expect to go에 그리 고 (24a)의 경 우에 는 give a book과 같이 기 본 타동사가 아닌 유도된 동 

사구에 수동의 작동이 가해진다. 이렇게 볼 때 수동의 작동이 단순히 어휘적 타동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닝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휘적 수동규칙올 세우고，그리고 Wasow

Chomsky의 개 념 으로서 의 통사적 수동은 초합원칙 을 살리 기 위 한 구절 단위 규칙 으로 대 치 

하려고 한다. 

5. 두 수동규칙의 형식화 

위에서 논급한 두가지 수동 규칙을 이기용(1974) 과 Thomason (1976) 의 수동규칙과 Dowty 

(1 978) 의 수동규칙올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채형식화한다. 우선 새로 필요한 문볍 법주를 

(25) 처럼 세운다. 

(25) 새운법법주 

이름 청의 멤버 

ACN old, large ,. •• 
PP CPAPNC//NTC/NTVP {{ebyn}} 
PP/ T / T 

IV/ ACN IV/ ACN {be'" } 

(26) Lexical Passive (L55) : If a E PTV , then F L55 (a ) E P AC N, where 

g 이 정 은 이미 널리알려진 것 임 으로 구체 적 으로 예 를 들어 논의하는 것은 생 략한다. Bach (1980) 와 

Keenan (1 98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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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55 (a) =the past participle form of a. 
Translation: ÀxVyH (a' (PP (x)) (y) J 

Ex. F L55 (steal ) = stolen 

(27) Phrasal Passive (S55) : If a E Ppp, ß E PTVP, then F 555 (a ,ß) E P!V, and 

(i) if a = en , then F 555 (a ,ß) = be ß' , where ß' comes from ß by 

replacing the fir s.t verb in ß by its past participle form; and 

(ii) if a =f:- en , the F555 (a ,ß)=be ß'a , where ß' is as in (i) . 

Translation:ß' (a') 

Ex. F555 (by Mary, steal) =be stoleη by Mary 

F55S (en, giνe to Mary) = be given to Mary 

(28) (by phrase rul'e) : If aEPpp/ T, ßEPT, then F556(a ,ß) EPpp, where 

F556 (a껴) =a himn if ß=hen ; aß otherwise. 

Ex. F556 (by, John ) =by JohηF 556 (by , hez) = by himz 

(29) Translation of by 

a. by: ÀPÀR J.xP{5{VR (y , pP{x) ) J ), where R is VO ,<s. f (TVPl ) 

b. en: J.RJ.xVy (VR (y , PP{X)J4 

이제 다음 두 운장을 생각해 보자. 

(30) A book was stolen 

(31) A book was stolen by John 

문장 (30)은 (32) 처 럼 유도되고， . (33) 처 럼 번역된다. 

(32) A book was stolen, t , 4 
~\\ 

a book, T be stolen, IV 
~\\ 

be , IV / ACN stolen , ACN, L55 

steal 

(33) J.PVx(book' (x ) ^ P{x) J (^ÀzVyH (steal' ( PP{z) )(y ))) 

三 Vx (book' (x) ^ VyH steal' (y , PP{x) ) J 

三Vx (book' (x ) ^ Vy H steal'률 (y ,x )) 

그리고 (3 1) 의 문장은 (34) 처렵 유도되고 (35) 처럼 번역된다. 

(34) a book was stolen by John t , 4 
~\\ 

a book, T be stolen by John , IV , S55 
~\\ 

by Johe, PP, S56 sfeal, TVP 
~\\ | 

by John steal, TV 

(35) ÀP).RÀxP{yCVR (y ,PP{x)J) (^ ÀPP (j }) (^steal') 

三ÀxsteaI닝 (j, x ) 

‘ 이 논운이 발표되었올 때 이기용교수는 eη 법주가 필요 없겠 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동형에 있억서 ，agent가 없늠 .것올 agent가 있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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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주어진 규칙 중에 lexical passive (26에 주어져 있음)의 번역규칙 안에 H가 들어 있 

는데 이는 형용사적 수동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 한 것이다(Dowty， 1978) . 예를 들면， 위의 

번역 중에 (33) 안에는 H가 들어 있으나 (35) 에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형용 

사로서의 분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을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문장(30) 

A book was stolen은 ‘already stolen’과 ‘be stolen at a spesific moment’로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하나는 L55로 그리고 또 하나는 S55로 유도함으로써 이 두가지 의미의 차이 

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다. 즉， 여기서 첫번째 의미는 위에 주어진 (32) 처럼 유도하면 되 

고 둘째 의미는 다음 (36) 처 럼 유도하면 될 것이다. 연의상 통사적 유도만 보이겠다. 

(36) A book was stolen, t , 4 
~\\ 

a book , T be sto!en, IV, S55 
~\\ 

en, PP stea!, TVP 

stea!, TV 

이렇게 하면 A book was stoleπ이라는 문장의 두가지 의미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와 관 

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34) 와 (35) 를 비교하여 보자. (34)는 agent가 있는 수 

통형이고 (36)은 agent가 없는 수동형이다. 이 둘의 차이는 사실상 S55 (위 27에 주어진 규 

칙)에 규청되어 있으며 이는 Bach ( 1980) 가 두개의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올 병합한 것이다. 

이처럼 Keenan의 주장과는 달리 어휘적 규칙으로서의 수동규칙을 인정함으로써 겉으로 

수동형 같으면서도 사실상 순수한 수동형이 아닌 표현들에 대한 설영이 가능해진다. 따라 

서 우리는 두가지 수동규칙을 인정 함이 옳다는 것을 보았다. 

6. 규칙의 적용 

위처럼 두가치 수동규칙을 세우고 보니 (37) 에 있는 문장의 애매성도 적절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37) Mary was attacked and bitten by a vicious dog. (Bach 1978 : 321) 

이 문장은 dog의 행 위 자적 의 미 로서 의 역 할이 attack and bite에 걸 랄 수도 있고 오직 bite어1 

만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27) 에 세워진 규칙 S55 의 (i) 의 경우와 (ii) 의 경우에 따라 

각각 유도하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bite 하냐만을 떼이서 agent가 없는 수동 

구문올 유도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L55와 S55는 어 휘 적 수동과 통사적 수동으로 다 쓰이 는 tired, closed, frightened 둥 

을 잘 설명할 수 있다. (38) 에 관련된 예가 주어진다. 

(38) a. Mary was tired. 

b. The door was closed. 

c. Mary was frightened. 

。]들은 .모두 애매성을 지니고 있는 문장들이다‘ 그뿐 아니라 (39)와 같은 경우는 L~5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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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으로써， 즉 기본어휘 (verb) 에서 다른 기본어휘 (adjectival) 를 도출함으로써， 그 형용 

사적 특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9) John seems uηtaught. 

즉 taught는 teach로부터 L55에 의 해 서 유도되 고 그 다음 단계 는 다시 부정 적 인 접 두사 uπ

을 붙여 다시 형용사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게 되며， 이렇게 하면 (39) 의 문장을 유도하 

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된다. 

7. 관용구의 해석 

다옴과 같은 문장을 고려 해 보자 

(40) a. They took .advantage of his inexperience. 

b. Advantage was taken of his inexperience. 

c. His inexperience was taken advantage of. 

위 (40) 에 있는 take adνantage of와 같은 관용구는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준다. 여기 

서는 우선 (40a) 에 있는 문장이 (40b)와 (40c)의 두개의 수동구문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조 

합규칙 과 맞추어 설 명 한다는데 어 려 움이 있 다. 해 결 방안은 take adνantage of를 두개 의 구 

조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즉 (40c) 에서는 take advantage of를 하나의 타통 

사 (lexical verb) 로 간주하면 된 다 (W asow , 1977: 345; Bach , 1980: 323) . 이 러 한 표현 에 

대하여 ChomskY (1981 : 146, fn , 94) 같은 학자는 Logical form에 해석규칙이 있다고 본다. 

Bach (1980 : 323)는 이러한 표현의 해석은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의 의미와의 

유추 (analogy) 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40b) 

와 같은 경우를 관용구의 내적구조로부터 명사가 수동구문의 주어로 나서는 경우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그렬만한 설명을 하는 학자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듯하 

다. 즉 (40b) 에서는 take of NP를 하나의 타동사구로 취급한다. 이는 마치 expect to go를 

하나의 타동사구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관용구해석규칙 같 

은 것 이 있 어 서 , take of NP가 S55를 거 쳐 수동형 이 되 고， 그다음 advaπtage와 합할 때 일 

종의 의미적 병합(semantic attraction) 이 일어나고， 위에 말한 관용구 해적 규칙을 받아 관 

용구의 의미를 취하게 된다고 보면 (40b) 에 있는 수통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몬태규 문법에 적절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형식화하는데는 좀더 연구가 펼요하지 

만(이 익 환， 준비 중) , 근본척 인 idea는 명 확하다. 즉 (40c)는 L55에 의 해 서 , 그리 고 (40b)는 

S55로 유도하려 고 한다. 

또 (41)에 있는 문장을 보자. 

(41) a. That bed looks slept in. 

b. This room is very lived in. 

이 경우는 sleep in과 liνe η을 lexical 타동사의 문볍법주에 속한다고 보면 해결된다. 그리고 

(41)에 있는 수동구문은 L55로 유도해 낸다. 이러한 견해 는 Chomsky (1981 : 123) 가 John 

was spokeη to와 같은 경 우 speak to를 하나의 lexical 동사로 보려 는 업 장을 보면 , 별 로 지 

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관용구와 관련하여 (42) 의 문장올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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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 J ohn kicked the bucket. 

b. 용The bucket was kicked by John. 

관용구의 뭇으로서 (42b) 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 역시 kick the bucket을 하나 

의 lexical verb로 취급하연， 이것이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선정규제 (selectional 

restriction) 로 결청될 것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고， (42b) 의 비문법성도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8. 다른 예문의 설명 

우선 (43) 에 있는 문장을 보자. 

(43) a. Max resembles Harry. 

b. *Harry is resembled. 

(43b) 의 경우는 resemble이라는 어휘의 어휘적 특성에 의지하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44 

"-'45) 의 문장들은 어 떤가 ? (Bolinger, 1977: 10) 

(44) a. George turned the corner. 

b. *The corner was turned by George. 

(45) a. George turned the page. 

b. The page was turned by George. 

이 들도 turn the page와 turn the corner를 모두 타통사구 (TVP) 로 생 각하면 된 다. 이 둘은 

그 안에 있는 목적어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5) 안에서의 the page는 ‘빠원

ted' object이 다. 반면 에 (44) 안의 the corηer 는 그렇 지 않다. 이 러 한 차이 로 설 명 이 가능 

해진다. 즉， 조합의 원칙에 따라 타동사구의 의미가 정해지고 이러한 정보도 첨가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수동의 작동이 이루워지는 조건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점 

을 명확히 형식화하는데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5(이익환， 준비중) . 

이 에 대 한 한가지 대 안은6 turη이 라는 동사를 타통과 자동의 법주에 각각 속하게 하는 것 

이 다. 이 럴 경 우 (44) 에 서 는 turn을 자동사로 생 각하고 the corner는 adverbial로 처 리 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이 몬태규 문법에 맞는 처리방안일 것 같다 (이익환， 준비중) . 

9.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제 2 절에서는 영어의 수동구문이 한가지 규칙만으로는 설 

명이 불충분함을 통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 3 절에서는 동사구절 단계의 수동규칙 

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절에서는 어휘적 규칙은 펼요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타당하지못함 

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영어의 수동구조를 설명하는데는 어휘적 단계에서의 규칙 
과 동사구절단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4절에서는 몬태규 문법에서 수동규 

칙이 어떻게 처리되었던가를 비평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은 지금까지의 규칙들을 어휘척 

5 검 한은교수(개 인 논의 )는 이 경 우 turn이 라는 동사가 은유척 (metaphoric)인 의 미 를 더 욱 갖게 

될수록 형식적인 변형인 수동규칙올 덜 받는 것 같다는 갱을 지척해 주었다 즉 (44)에서는 turn 이 더 
욱 은유척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8 이기용교수(개인 논의)의 제안이다. 더 자세한 것은 이익환(준비중)참조 바랍. 



224 語學liJt究 第17卷 第 2 觀

인 것과 구절척인 것으로제청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절에서는 이러한 규칙의 구체적 

인 형식화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규칙틀을 분명히 세웠다. 그리고 몇 

가지 예로서 이 규칙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였다. 6절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애매성 

을 지니고 있는 예문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를 설명 하였다 7""'8절에서는 다른 예 

문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의 방향을 밝혔다. 특히 7절에서는 관용구에 대한 설명의 제안을 

하였고， 8절에서는 수동구문을 갖지 않는 다른 동사구문에 대한 설명 방안을 제시 했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는 영어 수동구문의 설명을 위해 어휘적인 규칙과 동사구를 단위로 

하는 구단위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면 많은 예문 

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관용적 표현이나 그리고 위의 7""'8절에 

서 지적되고 있는 예문들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영어 수동구문에 대한 올 

바른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싶다. 이러한 점은 펼자의 다음논문 (이 익환， 

준비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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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ët 

Passives in English and Montague Grammar 

Ik-Hwan Lee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syntactic and semantic analysis of passive operations 
in order to provide a proper treatment of the various types of passive constructions in 

English. In section 2, it ís argued that one syntactic rule of passíve is not sufficient. In 

section 3, the phrasal type of passive rule ís critically examined. 1t is argued that a 

lexical rule, as well as a phrasal rule, is necessary. In sectíons 4 and 5, two types of 

passive rules are formalized under the framework of Montague grammar, taking the 

previous formalizations into consideration. The formulated rules are illustrated with 

appropriate examples showing detai!ed syntactic derivations and accompanying translations. 

In sections 6 through 8, several problematic examples are examined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an appropriate treatment of the examples. It is concluded that two types of 

rules are necessary for a satisfactory account of the passive construction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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