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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은 통얼한 형태소 ‘이/히/ 

기/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언어학계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왜 통일한 형태의 형태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 

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예를 들면， J.-H. Yeon 

(1 991) , J.-W. Park (1 992, 1994) , J. Whitman & S. Hahn (1 988) 등). 

일찌기 박양규(1978)는 피통과 사통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면서， 피 

통과 사동이 의 미론적 인 유샤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W. Park 

(1 992, 1994)도 결국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동과 사통이 

어떤 의미론적인 현상을 공유한다고 해도， 이러한 정근법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왜 피통과 사통이 전혀 다른 구조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비해 

왜 유독 국어에서만 형태론적 피통과 사몽이 같은 형태소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가 하는 운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탑을 줄 수 없는 듯이 보인다. 

한편， J. Whitman & S. Hahn (1 988)과 같이 형태론적 피/사동을 통사 

적으로 다루면서， 피통과 사통이 통일한 통사척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논의에셔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동과 사통이 여러가지 “불규칙성”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컷처럼 보인다. 국어의 형태론적 피통과 

사동은 쉽게 간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성을 띠고 있다. 어떤 동사는 

피통만 가능하며， 다른 통사는 사통만 가능하다. 또 다른 통사는 피통과 사 

동이 다 가능하며， 어떤 동사는 피통과 사동이 다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형태론적 피동과 사동의 복잡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예를 들면， 

*본 연구는 95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또한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의 유익한 논평으로 인해 내용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두 분의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l 여기서 통사적 피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 어 지다，’ 통사적 사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하다’ 등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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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M. Park (1991) , Y.-J. Kim (1 990))들도 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국 
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통사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휘적인 것인가에 춧점 

을 맞추고 있을 뿐，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이 왜 통일한 형태소에 의하여 

야루어 지는가 하는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여기서 국어의 형태론적 피/ 

사통이 통사적이라는 것은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이 통사부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하며，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어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휘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 논의에서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불규칙적이란 점을 들어 그것이 어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할 현상 

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에 대해 대개 다음 

의 두 가지를 규명하고 싶어 한다. (가)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은 어휘부 

의 현상인가? 통사부의 현상인가? (나)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은 왜 통 

일한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본고에서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에 대해 관찰하면서， 그것이 통사적 

이어야 함을 주장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사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만，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왜 통일한 형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후자에 관한 논의에서는 Chomsky 

(1994, 1995) 의 소형구절구조에 관한 논의를 원용한다. 

2.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어휘적인가? 

2. 1. 들어가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Y. M. Park (1 991) 등은 국어의 형태론적 피/ 

사동의 불규칙한 점을 들어 그것이 어휘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불규칙성이란 대개 어떤 것인가? 그 불규칙성이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가. 형태론적 피통과 사통이 다 가능한 통사: 벅다， 보다， 읽다， 안 

다， 벗다 

나. 형태론적 피통만 가능한 동사: 뽑다， 놓다， 붙잡다， 몰다， 맺다， 

쓰다， 파다， 꼬다， 묶다， 섞다， 닫다， 누르다， 가르다， 물다， 갈다， 

감다， 뜯다， 믿다 

다. 형태론적 사동만 가능한 통사(형용사) : 자다， 둡다， 웃다， 날다， 

줄다， 남다， 익다， 깨다， 비다， 돋다， 늦다， 높다， 좁다 

라. 형태론적 피/사몽이 모두 가능하지 않은 동사 : 주다， 두다， 오다， 

가다， 줍다， 만나다， 넣다， 그리다， 사다， 얻다， 받다， 들먹이다 

기타 한자어를 어간으로 가진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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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이 어휘부 현상이란 주장은 이러한 불규칙성을 

감안할 때，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어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어휘부에서는 여러 가지 불규칙성이 허용되므로， 이러한 주장이 성 

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어휘부에는 기본적으로 여 

러가지 형태소들이 있는 데， 약간의 잉여규칙 (redundancy rules)을 제외하 

면 이들은 언어습득의 과정에서 모두 그대로 암기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통사부는 언어보편적 인 성 질을 가지므로， 언어습득의 과정 

에서 단순 암기 될 필요는 없고， 보편적 원리들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 

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Chomsky (1 995)도 어휘부를 “예외들의 집합”이라 

고 부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의 피/사통이 만일 어휘적인 

것이라면， (1)에 보인 불규칙성플이 문자 그대로 예외들이며， 언어습득의 

과정에서 그대로 암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1)에 보인 모든 소위 

“불규칙적인” 내용이 모두 단순 암기되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었다. 

여기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만일 우리가 (1)에 보인 소위 

“불규칙성”을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즉 이 불규칙성이 단순히 

암기될 성질이 아니라면， 이 원리는 언어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 

로，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은 어휘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1)의 소위 “불규칙성”을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 원리 

가 존재함을 이 절에서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불규칙성”을 

근거로 국어의 형태적 피/사동야 어휘부에 존재채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불규칙성 속에 존재하는 원리를 찾아 

내어 그들 중의 일부가 최근 Chomsky가 주장한 바의 LF에서의 “출력제 

약"( output conditions)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어의 형태 

적 피/사통현상은 매우 단순히 통사론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물론，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그것이 형태소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이 

지， 통사적 구성￡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묘로， 형태론적 속성을 띠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론적 속성/제약은 어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기 보 

다는 최소주의이론에서 Spell-out이후에 존재하는 형태부(morphology)의 

속성/제약으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자어를 어간으로 가진 동사에 

2 본 논문의 한 논평자는 본문에서 다룰 제약 1, II들이 왜 최소주의이론에서의 
“형태부”에서 다루어져 하는지， 즉 어휘부에서는 왜 다루어질 수 없는지에 대 
해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최소주의이론에서 다루어지는 “형태부”의 성격에 대 

하여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최소주의이론에서의 “형 

태부”를 하나의 여과장치(filter)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필자는 본문 

에서 앞으로 다툴 제약 1, II를 일종의 여과장치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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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론척 피/사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 

부제약을 설정한다. 

(2) 형태부 제약 I 

한자어블 어기로 하는 형태소에는 피/사동의 형태소 ‘이/히/기/리’가 

부착될 수 없다. 

또한， ‘들벅이다’와 같은 통사나， 형용사에서 파생한 ‘높이다， 좁히다 …’ 

등과 같은 동사에도 형태론적 피/사통은 일어날 수 없다. 이 역시 형태론적 

현상으로 보여지는 데， 국어의 형태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론적 제약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3) 형태부 제약 Il 

‘이/히/기/리’등의 형태소는 동사/형용사에 한번만 부착된다. 

이 원리에 따라， ‘들벅이다， 높이다， 좁히다， 구부리다’ 등의 단어에는 

또 다른 형태론적 피/사통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 앞서의 (1)에 보인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에서의 소위 ”불규칙 

성 ”을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았다. 

2.2. 사동화의 문제 

우선， 사통만 가능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 나타나는 많은 용언 

들은 순수한 자통사(자다， 둡다， 서다， 웃다 등) 이 거나， 형용사(높다， 낮다， 

좁다， 릉)이 많다. 

(4) 가. 어린애가 잔다. 가 어린애를- 채운다. 

나. 소년이 누웠다. 냐 소년을 누였다. 

다. 자통차가 섰다. 다 자동차를 세웠다. 

라. 철수가 웃었다. 라 철수를 웃겼다. 

(5) 높다 ---> 높이다. 
낮다 ---> 낮추다. 
좁다 ---> 좁히다. 

(5)의 경우는 사동적 파생의 결과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생각되므로， 이것을 어휘부가 아닌 형태부에 위치시킨 것이다. 한편， 뒤에 언급 

되는 바， “높이다， 좁히다” 등의 어휘요소와 같이 “높다， 좁다”에서 파생되는 
경우는 여과창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휘요소가 파생되는 경우이므로， 
어휘부에서 일어난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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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들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의 어미 ‘-lze’ ‘ -fy’ 등은 그것이 부착되는 

품사를 바꾸면서 다른 어휘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품사를 바꾸고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어휘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간 

주되고 있다. 필자는 (5)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것을 

‘사통화’로 보지 않고， 어휘부 내에서의 품샤전이에 의한 파생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플은 본 논의헤셔 제외한다. 

한편， (4)의 자동사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모든 

자동사들에 사동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할 펼요가 있다. 즉， (4) 의 ‘자다， 

둡다， 웃다’ 등에셔는 사통이 가능하지만， ‘오다， 가다， 떠나다 …’ 등과 

같은 몽사에서는 사동이 가능하지 않다. 

(6) 가. 기차가 온다. 

나. 철수가 갔다. 

다. 철수가 떠나다. 

가*기차를 오이다. 

가*철수를 가이다. 

다*철수를 떠내다. 

그렇다면， ‘자다， 늄다， 웃다’ 등의 통사와 ‘오다， 가다， 떠나다 …’ 등 

의 통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성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자는 “비능격 

(unergative) " 통사로， 후자는 “비 대 격 (unaccusatìve) " 또는 능격동사로 분 

류되어 왔다. 이들 동사들의 통사적 구조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 

다. 즉， Vp내 주어 가설을 채택할 때， 바능격 동사는 Vp 속에서 지정어 
(specifier) 위치가 채워져 있는 동사이며， 비대격 또는 능격통사는 Vp 속 
의 지정어 획치가 채워져 있지 않고， 표면적인 주어는 사실상 봉사의 보충 

어 (complements) 인 경우의 통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통사에 사동 

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다음을 설청할 필요가 있다. 

(7) 형태론적 샤동화에 있어서의 제약 1 (잠정적 규정) 

하나의 동사 V가 형태흔적으로 ‘이/허/기/리’ 등에 의해 사동화 

되려면 동사 V가 투사된 Vp 속에 지정어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통사적인 조건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어휘부에서 이러한 제약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 제약이 “지 

정어” 등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제약은 통사구조가 투사되는 단 

계(최소주의 이론에서의 병합(merge)의 단계)에서 적용해야할 제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국어의 형태론적 사통화가 통사부에서 얼어나 

야 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구형성에 대한 소형구절구조적 접근법에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인다. 소형구절구조적 접근법에서는 통사와 다른 요소가 처음으 

로 병합(merge)된 경우， 그것이 동사의 지정어 (specifier) 언가 아니면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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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complement) 인가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능격 (unergative)통사와 

비대격통사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omsky 

(1 994, 1995)는 비능격 동사를 타통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었다. 이러 

한 Chomsky의 관점에서 보면， (7)은 수정되어야 한다. 제 3 절에서 이 수 

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컷은 위에서 비능격통사라고 지적 

한 ‘자다， 둡다， 웃다…’ 등의 동사는 그것의 주어가 “통작주(agent)"라고 

간주되기 보다는 그 통사가 “타동적 "01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자는” 행위가 주어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고， 또 사람이 

둡거나 웃는다고 해도， 그러한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한 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철수가 아이를 재운다’의 경우， ‘아이를’은 동작주의 

의미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동작을 받는 요소로서 patient 의 

미역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수가 아이를 둡히다’나 ‘철수가 

아이를 웃기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자다， 둡다， 웃 

다 …’ 동사들은 통작주의 의미역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이 통작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Hale & Keyser 

(1 993) 식으로 보아 이들 자동사들이 타통성윷 띠고 있다는 것이며， 그 타 

통성 때문에 사동화가 가능한 것이 아년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이제， 피통과 사풍이 둘다 불가능한 몽사 중， ‘줍다， 만나다， 넣다， 그리 

다， 사다 …’ 등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들 통사는 다음과 같이 사동 

이 불가능하다 

(8) 가. 종이를 줍다. 

나. 친구를 만나다. 

다. 신문을 봉지에 넣다. 

라. 그림을 그리다. 

마. 책을 사다. 

가*종이를 줍이다/주이다. 

나*친구를 만나이다. 

다시 *신문을 봉지에 넣이다. 

라*그림을 그리이다. 

마*책을 사이다. 

이들은 타통사이므로 VP 속에 지정어가 채워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 

라서 (7)의 조건은 만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통사에서는 사동 

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줍다， 만나다， 넣다， 그리다 …’ 등의 통사의 주어는 요직 통사가 

묘사하는 행위의 동작주(agent)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8)의 동사의 주어는 모두 동작주이다. 또한， (8)의 통사들은 통 

3 물론 이을 통사에는 피통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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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주 이외의 의미역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8)의 동사 

들의 경우 순수한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들이며， 그것의 주어는 순수한 행위 

자들이다. 

여기서 앞서의 (1)에서 보인 동사들 중， 사동이 가능하지 않고 피동만 가 

능한 통사들， 즉 ‘뽑다， 놓다， 붙잡다， 몰다， 맺다’ 등의 경우도 살펴보 

자. 다음과 같이， 이들 동사에 ·이/히/기/리;가 붙으면 피동3ζ로 밖에 이 해 

될 수 없다. 

(9) 뽑다 ---> 뽑히다(피통) ‘철수가 반장으로 뽑히다.’ 
붙잡다 ->붙잡히다 (피동) ‘철수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몰다 ---> 몰리다(피동) ‘사슴들이 사냥꾼에게 폴리였다.’ 
맺다 --> 맺히다(피통) ‘피가 손에 맺혔다.’ 

이들 통사들을 관찰하면， 이들 몽사의 주어 역시 이틀 동사가 묘사하는 

행위의 동작주(agent)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통사 

들 역시 어떤 순수한 통작을 의미하며， 그것의 주어 역시 그 통작의 순수한 

행위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동화가 불가능한 동사들의 특징은 그것이 순수한 동작 

을 의미하며， 그것의 주어가 단순한 동작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 

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순수한 동작주를 가진 통사들의 사동은 왜 불가능 

한가? 앞으로 소형구조적 접근을 다룬 절에서 주장할 바대로 우리는 국어 

의 형태론적 사동문이 단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이것은 Y. M. Park 

(1 991 )에서 이미 주장된 바가 있다. ) 사동화될 때는 언제나 통작주의 주어 

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의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1 0) 제약 II 

하나의 단문에는 동작주 역을 가진 두개의 명사구가 나타날수 없다. 

여기서 (1 0)과 같은 제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제약이 “통작주”라는 의미역을 특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f‘어휘적” 제약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에 위 

와 같은 어떤 제약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역들을 모두 언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휘적 제약이라고 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의미역에 

비해 “동작주” 의미역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인다. 즉， 

Chomsky (1 995)에서도 허사적 v(vP shell을 형성하는 음형없는 통사)의 

지정어 위치에는 의미역 통작주가 꼭 나타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규청이 병합(merge)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동작주 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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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사부에서도 보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도 제약 (10)을 통사적 제약요로 보는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것을 LF에서의 하나의 출력조건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편， (10) 의 제약은 국어의 형태적 “사동”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동으 

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 

동”을 하나의 동작주가 다른 동작주에게 어떤 챙위를 시키는 현상이라고 

규정한다면， (1 0)은 국어의 형태적 “사통”이 진청한 사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어의 사동이 어휘부에서 일어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국어의 형태척 

사동이 여러 어휘의 통사적 병합(merge)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이 

려는 것이며， 그 병합단계에서 일정한 “출력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이려한 제약 (10)을 상정하고， 앞서의 문제로 되돌아 가자. 이 제약 

을 상정할 때， (1가)에서 보인 피통과 사통이 모두 가능한 통사틀에서 왜 

사동이 가능한가가 문제로 남는 것 같다. 즉，(1가)의 ‘먹다， 보다， 읽다， 

·’ 등의 통사는 주어의 의미역이 통작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왜 

사역문이 가능한가가 문제로 된다. 

우선 다음과 같은 예문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 ) 가. 벅다'. 철수가 사과를 먹다. 

L 영희가 철수에게 사과를 먹이다. 

나. 보다 1. 철수가 책을 보다. 

L 영회가 철수에게 책을 보이다. 

다. 읽다. 기. 철수가 책을 읽다. 

L.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읽히다. 

이들 문장에 대하여 지적할 것은 (가 L)의 ‘영희가 철수에게 사과를 먹 

이다’의 경우 ‘철수에게’가 ‘사과’의 도착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철수에게’는 착점역 (goal)을 가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L)(다 L) 의 경 

우도 상갱적으로 ‘책을’이 ‘철수에게’로 향한다는 해석을 가질 수 있고 이 

런 의미에서 ‘철수에게’가 착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11)의 (，)의 

문장들이 독립척으로 쓰일 경우는 주어 ‘철수’가 동작주(agent)와 착점 

4 앞서 언급할 Anderson (1979) 의 펴영향성 조건 역시 의미적 제약이긴 하지 
만， 통사론적~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필자는 ‘보다’， ‘읽다’의 경우， 어떤 것을 보거나 에떤 것을 읽게 되면， 그컷의 
이미지나 내용이 보거나 읽는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들이 착점역 
(goal)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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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동화를 겪으면， 

반드시 동작주 이외의 역， 특히 착점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예를 들면， Shibatani (1 973)) 직접사동과 간 

접사동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로 하자. (가 L) 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희 

가 직접 손으로 철수에게 무엇을 넣어주는” 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영회가 철수로 하여금 자기 손￡로 무엇을 먹게 하는" (철수=자기)해석 

은 ‘철수’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무엇을 당하는 해석으로 밖에 해석릴 수 

없다. 즉， 이 경우의 ‘철수에게’는 pattent의 역을 가진다고 밖에 볼 수 없 

다. (나 L)의 경우는 철수로 하여금 무엇을 스스로 보게 하는 해석은 불가 

능하다. (다 L)의 경우 “철수로 하여금 스스로 무엿을 읽게 하는” 해석이 

었다면， ’그컷은 결국 ‘철수’가 무엇을 당한 해석이 따라나올 경우이다. 즉， 

이 경우는 ‘철수에게’가 patient의 역을 가진다고 본다. 

이상의 관찰에서 볼 때， (11)의 동사에 사동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 통 

사들이 사통화된 후， 통작주(agent) 의 의미역을 가진 명사가 두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8)과 (9) 의 동사들이 이러한 사동화를 겪올 수 없는 이유 

는 이들의 동사의 주어들이 다른 의미역을 취할 수 없는 순수한 동작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셔 사동화가 되면 통작주역이 두개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1 0) 의 제약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비해 (11)의 동사들 ‘먹다， 보다， 읽다’ 

의 경우， 사동화가 되기전에 통작주역과 착점역을 통시에 가질 수 있는 통사 

들이고， 사통화가 되 면 그들 병사들이 착점 역을 취할 수 있A므로 사동화가 

가능한 것이다. (11)의 사동문이 간접사동으로 아해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구문의 ‘ 에게’ 명사가 pattent역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컷이 아닌가 한다. 

이제， 피통과 사통이 모두 가능하지 않은 통사 중， ‘얻다， 받다’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1 2) 가. 칠수가 책을 얻었다→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얻기였다. 

나. 철수가 책을 받았다→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받기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통사들은 사통화될 수 없다.(또한 피동화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동사들은 주어의 의미역으로 오직 “착점 "(goal) 

만을 가지고 있는 통사들이다. 그렇다면，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통 

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왜 사동이 불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셔는，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이 

들 동사들은 심리동사(psyche verb) 의 통사구조와 통일한 구조를 가진 통 

사로서 이들의 주어위치(동사의 specifier 위치)가 비어 있고， 나중에 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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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가진 명사가 주어위치로 이동한다고 본다. 즉 본고에서는 이들 동사에 

사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7) 의 제약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12) 에 보인 통사가 나타난 문창구조는 보통 

의 타통사가 가진 구조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Belletti & 

Rizzi (1 988) 에 나타난 심리통사(psyche verb) 의 구조를 VP내 주어가설에 

맞추어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12)의 동사들이 가진다고 본다. 

(1 3) VP 
~ 

SPEC V' 
[~J /\\ 

NP V ’ 

철추가 /\\ 
NP V 

책을 얻었다 

이 구조에셔 주어자리， 즉 VP의 지정어 위치가 비어 있으므로 (7) 의 조 

건에 의해 사통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통에셔 끝으로 남은 것은 사통과 피동이 다 가능하지 않은 통사 ‘주다， 

넣다， 두다’와 사동은 불가능하지만 피통이 가능한 통사 ‘놓다’이다. 

(1 4) 가. 주다. 

1. 영희가 영수에게 책을 주다. 

L *철수가 영희에게 영수에게 책을 주이다. 

나.넣다 

1. 영회가 물을 냉장고에 넣다. 

L *철수가 영회에게 물을 냉장고에 넣이다. 

다.놓다 

1. 영희가 책을 책상위에 놓다. 

L *철수가 영회에게 책을 책상위에 놓이다. 

(cf. 책 이 책상위 에 놓이다. ) 

라.두다 

1. 영희가 책을 방안에 두다. 

L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방안에 두이다. 

위의 사동의 예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이들 통 

사들의 주어가 모두 동작주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 

리하여 이들 사동이 불가능한 것이 (10) 의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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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넣다’， ‘놓다’， ‘두다’의 경우에는 이런 가정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 

러나 문제는 ‘주다’의 주어의 의미역이 통작주인가 하는 점이다. ‘주다’의 주 

어는 “시발점 "(source) 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위의 견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선 이플 통사가 모두 두재의 대부논항을 가지고 있다는 섬에 주 

목할 필요가 었다. Larson (1985) 의 구조에서 이 동사는 VP-shell(동사구 

껍질)을 가지고 있는 통사이다. 그 구조는 다음의 모습을 가진다 : 

(1 5) VP 
~ 

SPEC V' 
~ 

영희가 VP V 
~ 

NP V' 
~\~ 

책을 NP V 

영회에게 주-

이 구조에서 ‘주다’ 동사의 논항은 하부의 VP로부터 VP-shell에 걸쳐 꽉 

차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Chomsky (1 995) 에 따라 다시 그린다면， 다음 

과 같이 될 것이다: 

(1 6) vP 

SP~놔/ 
영실가 Vκ(객l 
~ 

NP V' 
~ 

책을 NP V 

영회에게 주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허사척 동사 u가 이끄는 vP-shell은 한벤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어의 형태론적 접사 ‘이/히/기/리’가 사 

통을 표시할 때， 이 ‘이/히/기/리’가 결합된 동사를 바로 허사적 동사 U로 

간주하고， 이 깨+‘이/히/기/리”’가 결국 하나의 vP-shell을 형성한다고 간 

주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변 (16)의 구조에서 형태론적 사통화가 불가능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사동의 ‘이/히/기/리’가 허사 u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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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또한 이 허사 U가 이루는 vP-shell은 구절구조에 단 한번만 나타 

난다고 본다면， (16) 의 구조에서 vP가 이미 나타나 았으묘로， 이 구조에 사 

동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Chomsky (1 995) 에서는 vP-Shell이 하나의 내 

부논향을 가진 다통사의 구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만， 본고에서는 국 

어에서 vP-shell이 나타나는 경우， v는 사통통사 및 ‘주다’와 같은 동사에 국 

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3절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2.3. 피동의 문제 

이제， 피통의 자료로 돌아와서， 피통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들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셔 문제가 되는 통사들은 피/사통이 모두 가능하지 않은 통사들 

인 ‘줍다， 만나다， 넣다， 그리다， 사다， 얻다， 받다’ 등이다. 

(1 7) 가. 종이를 줍다. 

*종이가 줍이다/주이다. 

나. 철수를 만나다. 

*철수가 만나이다. 

다. 가방에 책을 넣다. 

*가방에 책이 넣이다. 

라. 그렴을 그리다. 

*그림이 그리이다. 

마. 책을 사다‘ 

*책이 사이다. 

바. 책을 얻다. 

*책이 얻이다. 

사. 책을 받다. 

*책이 받이다. 

이들에서 피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통사를 살펴보 

면， 01플 통사의 목적어는 모두 주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통사들이다. 

위의 동사들과 피동이 가능한 통사들， ‘먹다， 뽑다， 놓다， 붙잡다， 몰다， 맺 

다， 찢다， …’등을 비교해 보면， 이들 피동이 가능한 통사들은 그 동사의 행 

위들이 그 행위의 대상에 모종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 (17) 의 통사들에는 그러한 “영향성”이 부재하고 있다. 즉， ‘철수가 종 

이를 줍다’와 같은 예문이나， ‘칠수가 그렴을 그리다’와 같은 예문에셔 ‘종 

이’나 ‘그럼’은 동작주인 ‘철수’에 의해서 직접적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영향성 조건(aff ectedness condition)"은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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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7) 에 의해서 영어의 명사구 내의 피동화에 관하여 제시된 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피영향성 조건이 국어의 형태론적 피동에도 적용된다고 본 

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의 피동의 조건을 설정한다 : 

(18) 형태론적 피통화에 있어서의 제약 I 

하나의 동사 V가 형태론적으로 ‘이/히/기/리’ 등에 의해 피동화 

되가 와쾌서는 몽사 V가 나틱난 구성석 펴영향성 조건을 맏촉돼야 

한다. 

이 “피영향성” 제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의미 

적 제약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제약을 최근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원용하 

여 LF에서의 하나의 “출력조건"( Output Condition)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 

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먹다， 뽑다， 놓다， 붙잡다， 몰다， 맺다， 찢다 

·’ 등의 피동이 가능한 통사들이 모두 피 영향성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즉， ‘먹다’， ‘뽑다’， ‘놓다’， ‘붙잡다’， ‘몰다’， ‘맺다’ ... 등의 

행위는 모두 그 행위에 대상이 되는 사물들이 주어에 의해 영향을 입고 있 

는 것a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 문제가 되는 통사들이 있다. 즉， ‘보다’와 ‘얽다’， ‘쓰다’의 

경우이다. 이 세 경우에도 다음에 보듯 피동이 가능하다. 

(19) 가. 철수가 책을 보다. 

책이 보이다. 

나. 철수가 책을 읽다. 

책이 읽히다. 

다. 철수가 수건을 쓰다. 

수건이 쓰이다. 

다 철수가 책을 쓰다. 

책이 쓰이다. 

다 철수가 글씨를 쓰다. 

*글씨가 쓰이다. 

글씨가 쓰여 았다. 

이들 동사의 경우， 이들 통사의 행위의 대상들이 어떤 의미에서 통작주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우선 ‘쓰다’의 경우를 관찰하기로 하자. 이 통사가 ‘사용하다’의 뜻일 때 

((다)의 경우)는 그 “사용하는 대상”이 동작주의 영향을 입는 것은 분명하 

다고 하겠다. 따라서의 이 경우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이 동사가 ‘글씨를 

쓰다’의 경우((다")의 경우)나 ‘책을 쓰다’ 경우((다 f)의 경우)에 나다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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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본고에서 제시한 피영향성의 조건은 결과 

를 올바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씨를 쓰다’의 경우는 ‘글씨’가 통작주에 대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의 문장에서 보이듯 : 

(20) 가??*글씨가 쓰였다. 

냐. 글씨가 쓰여 였다. 

다. 글씨가 쓰여 졌다. 

(207~ )의 경우는 피동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0냐)에서 보이듯 ‘글씨 

가 쓰여 었다’라고 하면 문장은 좋아 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다. 즉 ‘- 어 있다’는 “어떤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cf. K. Lee, 1993) 즉， ‘벽 에 글씨가 쓰여 었 

다’라고 하면， ‘글씨’가 쓰임으로 해서 ‘벽’에 ‘글씨를 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벽’이 ‘글씨가 쓰엄’으로 해서 어떤 상 

태의 변화를 겪었고， 그 상태가 벽에 지속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앞서 말한 “피 영향성조건”이 척용되고 있다고 볼 수 였다. 한편， (20다)에 

서 보이듯， ‘쓰이다’의 경우， ‘지다’와 같은 조통사를 부착하면 좋아지는 데， 

이 경우 역시 ‘지다’가 상태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지다’가 부착되면 

“피영향성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책을 쓰다’의 경우의 ‘책’에는 동작주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통작주에 의해서 책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영향성 조건이 만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형태론적 피동은 가능하다. 

(21) 1995년에 쓰인 그 책은 쓰이자 마자 절찬리에 판매되었다. 

이제 관찰해야 할 것은 ‘팔다’와 ‘사다’이다. ‘팔다’의 경우에는 ‘팔리다’와 

같이 피통이 가능하지만， ‘사다’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동이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팔다’의 통 

사의 경우， 어떤 사물이 팔련다면， 그것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것은 그 사물에 관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즉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이 

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사는 경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그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이동이 있을 뿐， “구매고”와 같은 것이 올라가는 일 

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팔다’의 통사는 그 활리는 사물에 대한 어떠한 영 

향이 존재하는데 반해， 이 러한 영향성 이 ‘사다’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영어의 중간태의 경우 ‘The book sells well'은 가능하지만 

‘*The book buys well’ 이 불가능한 사실과 평 행 을 이 루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다， 두다， 넣다’에서는 피동이 불가능하지만， ‘놓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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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주다’， ‘넣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행위에 의해서 “주는” 사불과 

“넣는” 사물의 위치적 이동이 존재할 뿐， 그 사물 자체에 대한 영향성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는 피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놓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디에 놓을 때， 

그 사불응 상태의 변화블 겪는다. 즉， K. Lee (1993)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그 사물은 에떤 것에 의해서 잡혀 있던 상태로부터 다른 장소에 놓이 

는 상태의 변화를 겪는다. 이 때문에 ‘놓다’는 자주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조동사로 사용된다. 예를 틀면， ‘너는 그일을 꼭 해 놓아야 해.’와 같은 예문 

에서 ‘놓다’는 “어떤 일을 끝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함”을 의미하고 었다. 

따라서， 이렇게 ‘놓다’는 상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피통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두다’는 보통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통사 역시 조통사 

로 쓰이는 데， ‘그 침을 거기에 넣어 둬’의 문장에서 보듯， 이 통사는 상태 

의 지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동사의 피통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다’와 ‘읽다’의 경우를 관찰하자. 우선， ‘보다’ 동사의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이 피동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영화를 

보다’ ‘션을 보다’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화’나 ‘선’과 같은 것이 동작주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문들은 불가능하다. 

(22) 가*영화가 보인다. 

나*선이 보인다. 

그러나 ‘철수가 책상을 보다’의 경우처럼， ‘보다’의 통사가 영어의 ‘look 

at’의 경우처럼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철수에게 책상이 보인 

다.’의 문장에서 보듯 피동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책상’은 동 

작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가?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인 것처럼 보인다. 

즉， “철수가 책상을 보다”라는 행위에서 ‘책상’이 ‘철수’에 의해서 어떤 영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책상을 보는” 행위를 하면 “철수에게 책상 

이 보이는” 행위가 되므로， 동작주인 ‘철수’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 

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인식통사”에 한정해야 한다. 예컨대， ‘철수가 

종이를 줍다’의 경우도 ‘종이를 줍는’ 행위에 의해 ‘철수’가 모종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줍다’는 인식통사가 아니다. 인식통사란 동작주가 사물 

에 대해서 인지적 (cognitive) 인 인식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를 말 

한다. 이렇게 동작주가 어떤 행위에 의해 인~ (perception) 의 차원에서 영 

향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는 국어에서 피동형이 가능하게 된다. 

위의 ‘읽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읽다’ 통사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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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인식동사이다. 즉， ‘읽다’라는 행위는 어떤 사물에 대해 인식 

하는 것이다. 따라셔， ‘책을 읽다’라는 행위는 그 책을 읽음으로서 책을 읽 

는 사람에게 인식적으로 어떤 변화가 얼어난다는 컷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수에게 책이 얽힌다’와 같은 피통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피동화에 관한 또 하나의 충분조건을 

추가하게 된다. 

(23) 형태론적 피동화에 있어서의 제약 II 

(인식통사에 있어서의 역피영향성 조건) 

하나의 통사 V가 형태론척으로 ‘이/히/기/리， …’ 등에 의해 피통화 

되기 위해서는 

(i) 동사 V가 인식통사이고， 

(ii) 동사 V의 통작주가 동사의 보충어에 나타난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끝으로， 피통화가 되지 않는 ‘줍다， 만나다， 넣다， 그리다， 사다， 얻다， 받 

다’ 등은 모두 인식통사가 아님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 

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통사/의미척 제약을 살펴 보았다. 그 제약이 통사 

적인 것이든 의미적인 것이든 이들 제약들은 단순히 암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약이 어휘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통사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자 한다.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미적 인 제약이 가해질 

수 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3. 국어의 ‘이/히/기/리 ... ’에 의한 피/사동을 통사부에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 절에서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을 통사부에서 표시할 때， 제 1 절에 

셔 논의한 문제， 즉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왜 통일한 형태소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탑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Chomsky (1 994)에서는 하나의 문장 구조에 어떤 다른 요소가 병합되어 

야 할 때， 그 요소의 푸사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기능하다고 주장하 

였다. 즉， Xp에 어떤 요소 Y가 병함될 때， 

(24) (i) Y는 Xp의 투사에 종속되는 방법으로 투사될 수도 있고， 

(ii) Y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범주를 투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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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음의 XP에 어떤 요소 

Y가 t챙합되는 경우: 

(25) ? 

---------------
XP Y 

/\\ 

첫째의 투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26) XP 
~ 

XP Y 
/\ 

한편， 풀째의 투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27) Y' 
~ 

XP Y 

/\ 

본고에서는 이러한 투사방식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투사를 

받아들일 때， 이제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동일한 형태소 ‘이/히/기/리’가 통사적으로 동사구에 결합함에 

있어서， 두가지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한가지 가능성은 ‘이/히/기/리’ 

가 부착된 동사구를 상향으로 투사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한가지는 피/사동 

의 형태소 ‘이/히/기/리， …’ 자신을 스스로 상향으로 투사시키는 방법이다. 

필자는 전자의 경우 피동이 나오며， 후자의 경우 사통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자한다. 

이러한 주장을 Chomsky (1 995; 제 4 장)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Chomsky (1 995)는 병합의 기본단계에서 기본통사 V의 투사이후 음 

형을 갖지 않은 경동사 u가 하나의 껍질 (shell)로서 그 위에 투사된다고 본 

다. 즉， 통사의 기본적 투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국어의 경우처럼 

핵이 오른쪽에 있다고 간주) 

(28) vP 

~ 
~ 

VP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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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homsky에 의하면 이러한 vP-shell은 사역동사와 타통사의 경우 

에 나타난다. 타통사의 경우 아래 vp의 지정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vP의 지정어에 주어가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Chomsky에 의하면 이 경통 

사는 언제나 자신이 투사되며， 아래의 vp가 투사되는 일은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몇가지 수청을 가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U의 

투사에 있어서 (28)과 같은 투사 이외에 아래의 vp가 투사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다음과 같은 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29) VP 
vpjj~\ 

~ 
V 

한편， 본고에서는 이 음형이 없는 경통사 u에 ‘이/히/기/리’가 부착되어 

있다고 칸주한다. 그렇게 본다면， (28)과 같은 구조는 형태론적 사동의 구 

조가 되며， (29)와 같은 구조는 형태론적 피통의 구조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 렇게 경통사 u가 투사되는 구조에 두가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피통과 

사통이 통일한 형태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한편， 여기 다시 주의할 점이 있다. Chomsky (1 995)에서는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알반적인 타동사의 투사의 경우， 하위의 VP의 지정어 (specifier)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Chomsky (1 995)는 일반적인 타몽사의 경우 

상위의 VP (Chomsky는 이컷을 νP라고 표시함)의 지정어만 존재한다고 본 

다‘ 그러나 본고에셔는 이런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본고에서는 우선 종래의 X-bar이론을 따라 통사구의 최대투사에 

는 지정어가 필수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동형의 경우 하위 VP 
의 지정어 위치가 채워져 있어야 상위의 vP가 투사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범주투사의 조건을 제시한다. 

(30) 사동에 관한 범주투사의 조건 

사동의 VP--shell (vP-shell)구조가 이루어칠 필요충분조건은 하위의 
VP가 완전히 채워져 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조건이 단지 사통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VP
shell( 즉， vP←shell)에 관련된 범주투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본 

다. Larson (1 988) 의 경우에도 하위 VP가 다 채워져 있을 때만 상위의 

VP-shell야 생성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본고에서의 논의와 Chomsky (1 995) 의 논의와 다른 점은 본고에서는 
보통의 타통사의 경우는 상위의 vP-shell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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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 (1 995)의 경우는 타통사의 경우에도 vP-shell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이/히/기/리’가 부착된 사동통사의 경우와 내부 

논항이 두개 인 ‘주다’와 같은 통사의 경우에만 vP-shell이 투샤된다고 본다. 

이 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통화에 대한 제약 (7)을 구절구조의 일반적 인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2) 의 제약에 따프면 VP의 지정 

역가 채워척 있지 않:면， 형태적 사동아 불가능하다는 것 얀페， 삭제 삭 젝 

약은 (30) 의 범주투사의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단문에는 두개의 통작주가 있을 수 없다는 제약 (1 0)과 피영향성 

조건 제약(18) ， 인식통사에 있어셔의 “역피영향성” 조건 (23)은 소형구절 

구조 이론구성 내에서는 LF에서의 출력조건(Output Conditions)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놓다’와 같이 두개의 내부논항이 피통화될 때의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셔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 

고 상정하기로 한다. 

(31) VIP 

~\\~ 
v1P 

~\\ 
SPEC v/ 

v「(\「
/"\ 

즉， ‘놓다’와 같은 통사는 내부논항이 두개이므로 Vl의 shell 이 투사될 것 

이다. vP-shell은 한개만 존재해야 한다고 봄으로， 더이상의 vP-shell은 투 

사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통의 V2가 병합될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Vz는 자신의 범주를 투시·시키는 첫이 아니라， 자기가 결함되어 있는 

법주， 즉 v1P를 상향으로 투사시키기 때문이다. (31)과 같은 구조를 허락하 

는 것은 Chomsky (1 995)에 대한 주요한 수정임에 틀림없지만， 국어의 피/ 

사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1)과 같은 투사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다. (31)과 같은 구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약한다. 

본고에서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국어 

의 형태론적 피/사통의 여러가지 제약은 연산( computation)단계에 았어서 

의 형태소들의 병합(merge)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은 (30)과 같은 병합에 관한 통사론적 제약과 기다의 LF 

에서의 출력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산단계에서 위에 보인 구조가 생성되면， 완전한 피동과 사통구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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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위해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통만 일어나면 된다. 즉， 피동 

의 구문에서는 밑의 VP의 목적어가 상위의 IP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을 

‘철수가 뽑히다’의 구문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IP 
~ 

NP l' 
~ 

철수‘가 VP 

vγ〈、)
~ ~+‘이/히/기/리 ... ’ 

NP V' 
~ 

PRO NP V 

뽑 

이 그럼에서 PRO는 피동구문에서 나타나 있다고 보는 내재적 주어이다. 

한편， 사동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철수가 영희에게 젖을 먹이다’의 구문 

을 예로 든다. 

(32) IP 

4. 결 론 

--------“~ NP l' 
~\~ 

칠수1가 vP 

N「(\i;'
~、、

t , VP v 

N了\v 4+‘。1/히/기/리 ’ 

영|희 /\ 
NP V 

젖 먹 

이상에서 필자는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이 어휘부의 현상이 아닝을 증 

명하려 하였다. 우선 형태론적 피/사통이 어휘적인 현상이라면， 형태론적 

피/사동이 보이는 소위 “불규칙성 "01 언어습득자에 의해 모두 단순 암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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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들 소위 “불규칙성”을 지배하는 통사적 의미 

적 원리가 존재하므로，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통을 어휘부의 현상으로 파악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을 통사부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Chomsky 

(1994 , 1995) 의 소형구절구조의 이론에 있어서의 투사방식의 이론을 원용 

할 패， 국야피 형태론적 피/사동의 형태소는 쐐 동쉴한가의 문제에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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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e Phrase Approach to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Passive Construction 

Myung-Y oon Kang 

In this paper, 1 considered the claim that Korean morphological qmsati 

vization/passivization (Caus/Pass for short) is lexically introduced in Kore

an grammar. 1 showed that Korean morphological Caus/Pass cannot be 

viewed as lexical, since their superficial “ irregularity" can be accounted for 

with some well-motivated principles. Thus, 1 concluded that Korean mor 

phological Caus/Pass should be a syntactic phenomenon. Furthermore, 1 ar

gued in this paper that, when we assume the (slightly revised) Bare Phrase 

Structure framework, we can answer elegantly the traditional question of 

why an identical morpheme triggers both causativization and passiv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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