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피동샤 교육 방안 연구
한 중 대조 운석용 중싱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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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I 셔론
본고는 한혀 어~ 문영 교수 항꽉 중 피흥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

한국어의 피동에 깐한 국어학석인 연구는 않이 이루어져 았다 그러나 아
직까지도 괴동 엉주에 대한 영악한 구문이 성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의 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미동의 의 이플 나타내는 표현 모두

를 피용의 엠주로 인정하는 잉장을 0'하고 있으냐 엉격한 형식주의 입장

• 서융대한표 악어 ii육아 한걱어 ;l.유전공 씨샤까정
11 여풍‘이아는 '.녕 융 시깅하기 위한 용어오 에힘\llSl“，.1 미똥 -캔‘"""、r
"""""'" 씨홍 표써(11‘SI\'t.' ι지re;OO，l 피동에\XISSIve \u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씨는이 여기서는 "1동 '1 의 01 적 삭성한 J’려히어 '1동이라능 용어오 상잉하
여 샤용하J’사 한다 그' 1나 논의의 연의잉 위얘 푼액에 따라 이똥 표현이라논 용어
도 ’}깨 사용히고 이 '1 동 표얘에 대 g ‘’ 는 극니5% 능동 j얘이라는 용어포 용잉하
여 사용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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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피동 접사 ‘ 아 히 1 리， 기 ’에 의한 1↑생적 피홍또k을 피홍 표현으
로 인정하여 애우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렇듯 이흔문엉에서 피동 엉
주에 대해 서 로 다른 입"，}을 취하고 었다는 사실은 한국어 교육에서 피동
이 교육 항옥으로서 일관되게 다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정을 내

포한다 또한 피동에 대한 논의가 형식적 논의에만 치중되어 피동의 의이
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또 하나의 운제점으호 꽁을 수 있다
언어 교육에 대한 의사소통적 접근은 기능주의적 언어관을 배경으로 퉁

장했는데， 피동의 기능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피동을 의사소통의 차원에
서 교수하기 어려울 것영올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피옹은 능동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데 한국어는 인구어
와 비교할 때 사용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j 이러한 이유로 한국
어 학습자틀은 혼히 피동의 사용을 회피하고 능동 표현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않으며， 간혹 피동을 사용한 경우에도 오퓨릉 벙하기가 쉽다 며
홍이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많이 시용되 l 비격식적인 상황보다는 격식
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왼다하더라도 이들의 오듀흘 간과할 수는 없융
것이다
。1 에 본고는 한국어 피동 엉주 중 피동사를 중싱으로 한 중 피동의
대조 분석올 흥해 나타난 두 언어의 용통정과 '1이정올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피동사 교수 학습 방얀을 제시"1-는 데 그
옥적을둔다

2) 이상억(\!!ß:

ID<ßI J얘서는 한국어의 피용 요현 얀생빈도가 <fil%라 하연서

!o% 정

도 씨는 영어얘 비혜 낮다고 였다 이러한 현상에 얘혜 학자이다 서포 다를 견혜가
나타난아 익영슬mæ IZH!il에서는 그 이유로 안국인이 샤찌싱리적인 흑연에서
대얘적으오 능홍석 진휘직 도전객이 εF는성올툴었고흥재성 nm J.:G)에서는기능

-유형흔적 는'1ξ 언급하연서 한국어가 주제-주어적 :￥징융 가진 언어라는 성융 그
이유모 내세웠다 주어 중심 언어，..찌떠 "'"이"'" 마gι@ ‘ )는 '1흥 규칙이 발당하
고 주세 중싱 언어 (km1Jtll'iÆnt 녀@빼"는 피홍 규칙이 중요하시 않거나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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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엄주와피동샤

한국어 피동에 대한 초기 의 논의는 Riællll!lll과 Uràrwαxl(11!Xl1 올 을
수 있는에， Ri æl l1l!ll: 1와 1341 에서 는 “자E

냐잘니다， 올다울니이대

죽다죽이이다/숨뚜숨기이다/잡마잡히이다/씻마씻기이대노바노히
이 cf"와 같이 주로 성미 피동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붉어지다 썩어지다”
와 같이

‘ 어지 i 가 붙은 형태에 '1동의 의이가 드러난다고 하였으나， 이

는‘지대라는 보조홍샤를 설영하는 자리에서얀 간략히 다루고 있다 즉，
역 기 서 는 한국어의 피동 벙주와 판련하여 접이 피동얀올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U!xlerwo<xll1lro !Il, æ21에서는 ’닷소 To 얘ut
닷λ1 .2.. To æ shut
여.2.. To 야""
영니요 To 야 ql,'I1, 잡소 To 었ze
잡히요 To æ
업생; 악소 To stcl>
막히요 To 아 았이1뼈”처럽 피동은 형태가 바뀌
•

•

어 앵위를 잉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도 정미 피동 외에

” 어지다”로 이루어진 피동 표현올 언급하고 있으나 역시 정이 피동을 주
로다루고있다
그 이후 유길준(1뼈l 주시경 119101 ， 최현배 11 !!l7 1 둥에 의해 피동이 온
격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최현빼 l잉74311에서는 피동{입음)을 월의 임자
가 스스로 제 힘으로 그 용직임을 하지 아니하:i!， 냥의 힘응 그 용직임을
하는 것1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현애 11!!l7: 423-42) 1 는 피흥올 나타내
는 방엉을 다음과 같이 세 가시로 나누었다 -첫째 입응법이란 여늬 (3i띠

의 ) 냥용직씨에 입읍 도융줄기 히’또는 기’플 더하여 입옹m"JI을 반드
는 법올 。l 릉이니라" .울째 입응법은 하다 따위 웅직씨의 낭융직씨에
쓰이는 엉이니i 공 하다 따위 웅직써 1를 잉옹으로 얀읍에는 ‘하다‘에 입음
의 뭇올 나타내는 제힘융직씨 ‘되다’， 받다， 양하냐’의 중기 되 받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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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 그 하다의 하 대선에 갈아 넣어서 안드는 엉융 이픔이니라“ ‘셋
쩌 업음엉은 모든 융직써의 강옥영 어쩌월 →아에 도융용직씨(빼삐lIJ i，에)
지 cy 흘 더하여 잉음올 안드는 두푸 용하는 엉이니라끼고 하였다 그는 또

미용의 의 " 1흘 이해 밍옹{利꺼

ltHJiJI',

할 수 있는 잉융{피(JIl(J'J !Ii~h 1’,

‘절로 되는 잉응{티1f'1l'J 뻐!ilJ I’으호 해석하연서 아래와 강은 예올 보여 준
다

(!J. 고시가 산회다
L

(이해 업용l

감긍죄g， 강긍봐g 강긍요화단

ζ 까꾸 7 언L죄단

(할 수 있는 잉 용)
(절호 외는 잉옹}

깅인쉬 1 !Il1: 1따 11 21에서는 성사 피동 이외에 ‘되다， 받마 당하다‘와 ‘
어지다’에 의한 표현이 피동의 의 "1 률 갖기얘 피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익성 임흉번(l~ 1!17-:nJ1에서는 이 른바 접사 피동안융 전형적인 피
용으로 보고 ‘되다， 안다， 당하다‘나 ‘ 어지다에 의한 표엄은 피동의 영주

에서 세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애희잉 11짧 I IllI에서 는 언푸 홍작성 <1동사 중에 피홍 성사에 의한 피
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사릎이 있는데 이런 공액융 대신하기 위해 ‘ 어
지다’에 의한 피홍이 이우어진다고 보고 -어지다’에 부용적인 피홍성이
있융융인정하였다

우인혜 11!m: 161 용)에서 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피용은 정 '1애 의한 정
이 피홍이 l 그 밖의 도| ct

9rck

당하다’나 -어지다에 의한 g현용 피동

으로 흘 수 없다고 지석하였다
이정액 (:!XI1: 101 - 1 1ll1에서 는 인성한 성격의 타홍성 새언과 결함운
‘되다， 안마 당하냐가 피풍이 윈 수 있융융 확인하였고 ‘ "1 다 받다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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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나’ 동사의 의 " 1 와 용엉， 상호판계 및 피동성 퉁을 작용성 셰언( ‘하다’ 용
사의 어 근이 되는)과의 한계롤 통해 경토하였다
이렇듯 피동에 대한 논의는 구조주의와 변형생성운냉 동 연구 방엄돈
이 도잉되연서 황발하게 진앵되어 왔으여 지긍까지도 형식적 벙주에 대

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었다 이상의 한껴 펴동얘 판한 기존의 논의릅
통해 한국어의 피동은 일반적으로 다옹과 갇이 네 가지 형식으로 이푸어

진다고볼수있다

(2)

1 . '_0 1. 용L 리 7 1 -째 의한 피동
L • • s:l r:~，

받아 앙하t:F에 의한 피 용

c

‘-어시다애 의한 미용

2

'-재 외다‘에 의한 괴동

，)은 피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외 연 서꾸터 중곧 전형적인 피동으로 인

식되어 왔고 현행 학교운영에서도 이룹 단형 피동’으로 규정하여 피동영
으로 기술하고 있다 때운애 아 플 표현은 닙k연히 한얘으l 피동으호 앙아

틀여져야한다
니은 성장쉬 197& 7 J)에서 피통사의 공액융 지석하연서 ‘의사피통’이 ef
는 개녕융 도잉한 이후 않은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셰적 으로 -1동 엉주로

인정되고 있대이상억 . 1 없 이정택.

:IDl

권재일‘

l!Ul1

디은 논자에 따라 ‘피동성‘보다는 ‘ 기동성 으로 기승.f이 피동의 벙주
에서 쩨외시키는 엽장(잉홍빈，

19i&

이익성

영홍번 l없 우인혜 1 ~1

을 취하고 있지안 또 한연에서는 이등 형태가 가시 는 피동의 의 " 1 에 초정

올 두연서 이틀을 피동의 엄주에 포힘시켜야 한다는 입장( 김석득 l인。
이기동，

197&

배희입 ，

l!ll&

이정택 1!Ðl 1융 취한다 그러고 학교문업애서

도 티동시와 ‘ 어/아지다’ 의 경항을 ‘장형 -1 동’으로 규갱하고 이를 '1 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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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포합시키고있다

èl에 대해서 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최현빼 1!1l71 에서
잉응 도융융직써로서 ‘-어/아지다와 ‘- 게 되다’를 거론한 후1 냥기심

고

영권 1m ~I에서도 ‘ 게 되다’를 피동의 보조동사로 처리했다 최규수
U됐 l않)에 서 는 ‘ - 게 되다’를 샤동의 ‘-게 하다’에 대한1 는 피동법이라

었는데， 이에 대해 이정택 U!m 1741에서 는 ‘←게 뇌다가 사용과 관련하여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안 이 는 ‘되다’동샤의

의이적 특정에 기인한 것이지 용사적 현상 자헤가 피동법올 싱현하는 것
은 아니므로 피홍엉이라 양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극어의 피동은 일획부터 연구되어 왔고

언어 연구방엽의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응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피동 범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동 접
사 -이 히， 리 기」에 의해 파생원 피통사로 이루어진 구문은 공용적으
로 전형적인 피동으호 인정왼다:1)

온고 역시 한국어 피동 벙주의 섣정과 관련하여 해당 엉주의 의미적
욕성을 고려하여 접사에 의한 파생석 피동은 물온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어휘적 피동， 그리고 ‘ 어시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까지 모두 피통
범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 중에서 파생적 피동의 결
과인 피동사에 국한하여 한국어의 띠용}와 이에 대용되는 중국어의 피

동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양자의 공동성과 ')01 정올 밝히고 나~171 이툴
흉한 효파적인 한국어 피용사 쿄수 학습 뺑L올 제시하pf 한다

31

그러나 이융 파생적 피동의 싼포가 너우 쩌한적이어서 비교척 결합이 자유호용 되
아‘ 앙다 당하다애 의한 어찌적 피동l!~
피똥 냉주로 엔 정에고 있다

어시다에 '1한 용사석 피용도 얘세적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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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중 대조분석
본 장은 한국어의 ~I동사와 이애 대웅되는 중국어의 표현을 대조 용석

하여 이틀 ^J<> I 의 공용정과 >1<' 1 정올 살여당으로써 한국어 피흥사의 의

이척， 운엉적 욕성융 보다 용영히 하고자 한다 이에 한 중 대조흉 형태
론적， 용사흔적， 의이론적인 세 측연으로 나누어 진앵하기로 한다

l 영태흔적 대조

언저， 피동의 형태적인 연융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의 피용사 구운과 이
에 대웅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3)

..,

도둑이 경창에게 표엉담

L

小‘i검양~i ~ll r

위의 예문 (31율 보연 한국어의 피동사 구운은 피동의 의미가 서슬어인
‘잡히다에 의해 설현됨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대웅되는 능동 표현의 서

슬어인 타동사 ‘잡다’에 피동 성사 ‘ "1 -'가 걸함되어 피통사가 되연서 피
동의뭇융나타내게 왼다

반연에 중국어의 피동은 그 피동의 의미가 서술어의 형태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형태에 의해 싱현왼다 즉 이 %가 능풍주의

앞애 gμ1 그 능동주를 이끌어 내는 동시얘 전체 운장이 피동의 의미흘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익써인 한국어에 비해 고립어인 중국어는 동
사의 연형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처럼 서숭어로 피통사가 쓰이
는 것이 아니라 능동 요현의 능동사가 그대로 쓰인다 그러므로 중국어얘
서 피동의 의미 기능은 오로지 ‘양’에 의해서깐 수앵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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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피동 접사 -이， 히， 랴 기-’가 동사와 결합하여 피용}롤 이
룬다 하여 모든 용사와 자유륭게 결합되는 것 온 아니다 앙정석(1%
lη 1781에서는 성사셰 익한 피동사의 수효가 않지 않은바 실제 피동에

쓰이는 피동사는 m여 개에 지냐지 않는다고 하연서 정사 피동의 제한원
생산성올 지적하였다J 또한 피동 성사

'-01 , "1 ,

리 ， 기 가 각각 어떤 용

싸 중국어에셔 이러한 ~동요앤용 ‘뼈 ι t 이라 한아 ;，n.’이 한 중국어에서 '1 동의

의이얀나타내는영웅 '1 용영 이다 이 운영에서능 I!l라는피용영대융 사용하깨 ‘ 1
는 '1 이 κ 가 혼찌엉으호써 운갱이 여흥'1 의 " 1응 7μl 게 힌다 그리고 이 @ 는
동시에 능동주 g 시 '1 억양도 혀눈에 놓용주 '1 앙에 오연서 앵위의 주세인 능흉추융
。1ft어 내는 기능용 수앵안다 피똥 형태호 @가 쓰었기 예운에 이융 요현융 ‘I!l' (
t 이라 @대 중당어의 피흥요현에서 '1 홍 앵대포는 오씩 @하나원이다 당1 구어

에서 안 에

>l 앙 동

다용 찌동 영에가 쓰잉 수 잊는'. 이 용 요우용 용용어 ’‘(1:

이 '1 ￥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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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석 11잊Jj: 1';，)- )깨)에서늠 피흥사의 찍욕용 다옹과 강이 요어주었다
’ 이에

낚이다 누이아 ，1이아 드' 1 '1'이다 ‘한1 끼이다 깎이다 에이다 씩이다 끼이다
잉이다‘ 힘이 아 훌이다， 쩌이다 에。l 아 이이 아 엠이 아 ￥써이아 쏘아다 쓰이다
(아한 IJ， 쓰이다 염이아 보이다 ￥이다 *이다 요이다 서이아 묶이다 끊이다 명
써이다 써이다 엉이나 엇보이아 등리 써이다 잉이다{기가) 껴이다 트이다 뜨이다
!il 엎이아 시이다 §이다jι이다 툴어아'1 다 웅

'1쩨
헤어히다 툴이 \!~ I다 감'1 다 t.~! 1 다 잉히다 잊 '1 다， 딩 '1 아 항히다 앙히다 엉

'1 다‘ 용 ' I '*- 강 '1 다{기싼이’， 암31 t:k융01 1 건이다{앙육용l 깐 ' 1 다{일손이l 강 '1 다
(자리가) 간'1다{전당%1， 장에다 !!t-ð"1 아 을'1 다 영에다 얀' 1다 갇히다 악히대옷
。 11， 'I 'i'k 언이 ) 이i!l C h -3"히다 '1.로잠히 t:~， -i:::~히아 직 '1 마 얽히 아 영 !l t:~， 걷

' 1 아 씩 ' 1 다 파원' 1 아 ‘1'1 다 껴 간 '1 아 짓 gj-tl 다 액 '1 야 률이핫히다 동
;,J 찌

까올라마 '1울피아 년 '1 다 악걷혀다 잊걸리이 용리'1， 명이다 엘리다， 안리'1，
윤리다 엇윤리'1， 연 i*l 'î!리 대꼬리 표가 l 안리아 걸리아 동이다 싼리대갱신이l
안리다 웅리대속이) 융여 '1， 날여아 울리다 용리다 융리<1. 싼혀 다 원리다， 양혀

'1, 상이다 인려 'k 휴애 인리대。1 가l 애암리다 임이다 엔이다 양리다 갈리대이
!Gèl q.. 암èj t:1f둬기) 앙리 다 거승리다 g 용리 '1， 이장리q..~

가 1， 강리'1. 응리 다

이다 써얀이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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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온적인 조건으로 동사와 결합하는지에 대해 규칙화하기도 어엽다는 문
제가존재한다에
그러나 중국어의 피흥은 앞서 제λl 하였듯이 동사의 연형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피동 서숭어에 비해 비교석 단순한 연이다 중국어 피동

은 놓동 표현에서의 변형 시 구조적인 연화만 있올 뿐 서술어의 형태에는
변화가없다

2 톰사론적 대조
피통 표현은 일반적으로 능동 표현에서의 연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마 그리므로 피동 표헨은 그에 대용되는 능동표현올 갖
게 되는 것이 보용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응
판계가 성렵왼다 그러나 이을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한 , 중 피동은 일정
한 공용점과 차이접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한다
한 • 중 고|옹은 경우에 따라 행위의 주헤인 능동주를 생략한 수 있다

(7)

..,

액화접의 옷이 (정원을에 의해) 않이 양였다

L. (，jf!rr.1;이 l(' m~ p.~

(8)

U; 'i Þ'tr J)

*

f 1M~

..,

그가 (국인등애 의해) 대용령으로 앙선되었다

L.

(t!!~ ([flι) 임 ;;;기，M'

기께
끊기다 톨공기 다 싫기다 신기다 상기다 씻기다 앗기다 예앗기다， 당기다 안기
다 장기다{손。 11， 싱가다 벗기다 쫓기다 열리다 ?기다 갑기다1 위기다 동

61

애희엽1J!IIl 얘서는 어간 안옹융 기중으.'< 옹웅흔걱인 규칙회융 시도하였으나 의미
혼걱 셰약애 의해 규획 션용이 용기늑한 켓등이 않아 규칙의 일아파뉴 성언 '1기 어

려용용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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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이 당혔다

L ,

r J lìJi 갓 f

예운 (71 과 (81 은 행위의 주체인 능동주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측
가능해|에 능동주가 생략왼 경우이고 에문 (91 는 앵위의 주체인 능동주
의 상정 이 어려워 능동주가 쓰이 지 않고 생략원 경우이다

이처럽 한 중 피동은 각각 그에 대웅되는 능동 요현의 상정이 가능하
고 경우에 따라 행위의 주치인 능흥주가 생략뇌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와 같은 한국어의 띠흥은 그에 대용되는 능동 표현의 구성이 어렵다

(I OI -, 손이 칼에 에였다
.캉이 손용 에었마

L

그는 항상 강악원염에 쫓긴다

(1ll ï

.강악깐닝이 항상 그블 쫓는다

L

위의 얘운 001 과 011올 보연 피동 표현은 성링되나 이에 대웅되는 능

동 표현은 "1 운올 이루게 원다 그러나 이들을 중국어로 옮기연 피동은
뭉론이고 능동 표현까지도 성랩이 가능하다

(1 01 ’ õ.
」

f l1l7J!lJl(

(손이 초써 에였다}

기μrr

(걸이 손융 에었다 )

(JI)' õ. 1. 언 :hHtli~jQ l! .i rfl'~ 휩 (그는 항상 강박관념얘 쫓긴다)
L

훨 Q~ :.t.，Ü.쏘 ~ ~f띠

( 강박관념이 항상 그를 쫓는다)

그리고 한국어의 능동 표현은 성럽되냐 그에 대웅되는 피용이 성립되
지 않는 경우도 가끔 존재한다

언극어 여용사 R용 앙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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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잊융 선우 갚았다

(12) ï

.빚이 그에 익혜 전우 갚아갔다

L

(13) -, 갤수는 요등 쟁력융 시엉꽁￥에 융두하였다
.오든 정역이 챙수에 의해 시험공부얘 윤우 <1 었다

L

그러나 이들 표현 역시 중국어로 융기연 다융과 같이 능동 표현과 미
동이 모두 성립핑올 알 수 있다

(12)'

ì

,

ftl! reW~iæjf fi1l r.

L.I뻐#l( ft!! ~. matf홉 r.

1131’

그는 l깅용 선후 갚았다 )

맺이 그애 의해 전쭈 갚아졌다)

1. f'rit삐찌 ú(J'>)딩 !J r.A에 J’ 이\:z>Jzψ

{쩔수는 오든 정력올 시

영공￥얘융두하였다)
L.

r’rjj~J I，!iJJI!\f'i iWAj에~' hI;엉 >Jz <l'. I 모든 정릭이 갱수에 의
해 시영공부에 율두외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의 피용과 그에 대웅되는 능동 표현이 일대임의
대웅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9.f'이 있융올 셜영한다 이러한 제약
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연 대체적으로 피동사의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룩
。| 는 。꿰 한국어에서 문장 주어로 일 l간적으로 인격적(fl'!'SOO3I l이고 유정
적(뻐JIBtel인 것융 더 않이 사용하는 경향과 일정한 연판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어의 피동은 능동 표현과의 대웅 판계얘 있어 일정한
제<ì이 존재한다고 불 수 있다 반연， 중국어는 운장 주어로 유정울이든
우정울이든 별다은 제약 없이 자유홉게 쓰이기에 한국어에서 비문으로

받아툴여지는 표현률이 중국어에서는 정운으로 받。뚫여생 수가 있는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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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어에는 옥륙하게 전지샤 ‘Ji'!’를 이용승}여 피동주를 이끌어
내는운형이 있다

11이 小얘%용징}꺼 íH.

도욱이 경설에게 장혔다 l

위의 예운 (141와 갇은 중국어으l 피흥올 능동g현으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피동의 능동주를 주어로 하고 피동주를 옥척어
로 하는 보연적인 방식이고 다든 하나는 피동의 능동주는 그대로 주어호
하고 피용주는 전치사 Ji'!에 이끌려 문장의 부사어로 되연서 능동 표현

을 이루는 방식이다 즉 아래의 예운 í [4-1-LI’와 같이 각각 실현왼다

1141’

「 쩡앙꺼川 {'I 、{l;.경흥L이 도욱융 상았다)
L,

'g'f~lI!!/J、{l; míH.

정길에 도욱올 잡았나J

그리고 한국어의 피옹은 아래와 같이 부정(fI.iÆl 부사의 Z입이 X내
홉지옷하다

(5) *도둑이 경찰에게 옷 상혔 q

위의 에문 (151 는 비문으로 뺨뜰여지는데 이는 한국어의 피동에서 부
정 부샤인 ‘옷이 피동사인 상히다‘와 공존하지 옷항을 시사하고 있다 그
러나 중엮어 서는 이와 달리 아래와 겉이 부정 부사가 자유률게 쓰인다

(151’

小얘 ìQ:1&용양 mít.{.(도욱이 경효써 게 옷 장혔다)

이상으로 하 중 피통의 흉사적인 측연음 상펴보았는데 전반석으로 한

엔극어 펴용사 쿄용 앙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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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피동은 그에 대웅되는 능동 표현과 일대엘의 대웅율 이푸는 것이
아니라 일생한 제익F이 있융율 알 수 있었고 이에 반해 중국어의 피용은
능동 표현과의 대용 판계가 별다큰 제약 없이 비교적 자유로융올 알 수
있었다

3 의미론직 대조
능동 표현은 일 1간적으로 서술의 초점이 앵위의 주셰인 운장 주어에 있

듯이 피동도 서술의 초정이 행위의 대상인 문장 주어어1 있게 마련이다
아래의 능동 표현과 그에 대웅되 는 띠동 표현을 비 쿄해 보자

11θ

「 이이가 꽃융 꺾었다
l

11끼 1
L

11에 1
L

꽃이 아이에 의해 꺾였다

우리는 이상한 소리용 툴었다
이상한 소리가 우리에게 틀였다

정원쉴이 않용 윷건융 필았다
않온 울건이 정씬등애 의뼈 휠였다

우l 얘운에서 능동 표현은 앵위의 대%에 는 영다온 관싱이 없고 단시
행위자의 앵우l 자체릎 기술핸 이| 초접이 오이고 피동 표현온 앵우l 의 대
상인 피흥주의 상태연화애 서술의 초점이 맞춰져 있옹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중국어의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나
타내는 의 "1 '1<> 1혈 에분융 통해 살펴보띤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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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없."끼’ {~{

'-. 'Í(:.

Oï lfl.ll"l.:jJ;i r

(J)I '."，빼!!lH II

(2 1)

L.

mHllillUH

..,

써 4샤 Hf. [D}찌

'-. .t&I~ l!.!i까이'1m‘ f

(숭，~이가 토끼를 억었다)

(토끼가 숭냥이에게 익혔다)

(션생닝이 나를 칭찬하였다)
(내가 선생닝에게 칭찬뺑놔)

(동생이 유리를 썼대)
(유리가 동생에 의해 깨졌다)

이처렁 한국어와 중쩌의 피동 모두 행위의 대상인 며동주에 판싱이
집중왼다

그러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국어는 피동으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
지만 중국어는 그랭지 옷할 때가 있다

(~)

Î

저기가 장 보인냐

L

소펴가살을인다

c

ll↑이 장 억힌다

예운 (22

, -디은 한국어의 피동으로 자연스협게 쓰일 수가 있지만 이

를 중해로 옮기연 비문이 되고 얀다

(:;Q)'

ì , .}}Ijj!l~임써
L ,

.P;[í'/t.!i:’rtì'J

ι . \ti l!.!iP'.::;짜1I11}

이런 경우에 능동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렵다

한핵 피용사 a욕 앵안 연구

JJßjllη m.

(72)" "

저기가 장 g 다)

L ’iη 찌찌

(소리가 산 듣는다)

C. t1til(끼어씨

(앙이 살 액 는다)

이는 중국어 예문

'17

(22

,

-C)" 의 서술어인 I‘(보다\ 에(듣다1， 吃(억

다)’가 그 앵위의 71준융 앵위의 주체인 능동주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로 한팍어의 피동 표현융 중국어로 옮길 경우 반드시 중국

어의 피용 표현으로 옮져야 되는 이유는 없융 것 같다 원문의 표현을 그
대로 옮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의이 전달에 이상이 생기는 비문으로 언
역휠 가능생이 있기 얘문이다 이러한 한 • 중 피동의 대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정은 관용화왼 한국어의 피동 표현율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어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표현은 중국어의 피동으로 옳
기기보다는 능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23)

-, 냥써가 ~1'!f영t:~，
1

’

l임:;， {

’ 동생이 강7 1에 갱영냐
L

’ 'li까 !~H

비가 내린 후 더위가 엔왕 껴였다

c
E

r

’

F씨ιJ;; . tri

’‘’‘

jfi

í - ~ì

이상에서 한 • 중 미동을 의미흔적 측연에서 대또해 보았다 대조 결파
한 중 피동은 모두 서슐의 초정이 운장 주어인 -1 흥주에 었다는 공통접
융 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일부 괴동 표현을 증국어로 옮길 경우‘

중국어의 괴동 표현으호 나타내기보다 능동 표현으로 나다내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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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융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능동주의 상정이 어려운 한국어의 관용화
원 피용 표현은 중국어의 능동표현과 자연스겹게 대웅된다

W 피동사교수학습땅안
껍사에 의한 피동에서 서술어 동사는 피동 접사 ‘ 이， 히1 라 기 ’퉁 다

양한 형태에 의해 실현되지안 중국어의 피동은 이러한 피통사의 파생 과
정이 없이 능동 표현의 서술어 동사가 그대로 쓰인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피동 교수 시 성사에 의한 피동사의 파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어의 피휘 구운은 중국어에 비해 통사적인 연
화가 다양하므로 이들을 구문 구조에 따라 유형화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끼

11 양정석<1앉E: 17d- Um얘서는 -이

'1

랴 '1 -‘엉사가 견함원 운상 형식에 따라 이동

미용싸장 유영화'}i셔는 사도원 하었다 이등의 용사적인 앵식융 에포 을연 다융과
강다

<1 1가

INJ에

Vl

내 E가 악었다

나 fN]>o1 Nl얘
다 lNP이 M’호

VI
VJ

'1. JNPoI NJ~I

씨 안수는 강자기 숭이 악혔다

'II

t.

3t욕도오 수씬 서올 구간이 '1한i포 악었다

INI’이 애갱}고 에 그는 객혀야'1라고 올리용다

αIINP이 애꺼게

(31 가 [N}101
냐 [NP이
에가

안래가 나뭇가지에 걸였다

{NJ1O]

VI

‘’

도욱이 순갱에재 잠혔다

NP에게 NP응

M

\1

경얘가 션수얘깨 가냉옹 에앗겼 '1

애〕용 에 。}이가 영에 완용 쏘였다

NJ’얘 ~IVl 아이가 장난강에 정신이 싼었다

나 1'" 이 W에제 NJ'이 、q 포수가 엉에게 안이 윤였다

그허나 피똥사 영애에 따라 운장 형식이 다".1하고 석정 피용λ까 쳐하는 문장 형
식이 등 이상인 경우도 혼혜서 이윤을 용사적으호 규씩 '1하기 어영다고 설영하였다

한객어 피흉사 요용 앵인 연구

%

이렇듯 한국어 피동샤 구문이 형태와 용사적인 연에서 복잡성을 보이

기에 중￥l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형태와 구조의 습득이 쉽지 않다 따라
서 피동사 구문과 상웅하는 중국어 언익운융 함께 제시하여 두 문장올 대

조하는 앙엉융 통해 한국어 미동사의 형태적‘ 흉사적 욕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어 미동 표현의 서숭어 동사는 능동 표현의 동사블 그대로 쓴는
반연 한국어 피동사 구문의 동샤는 능동 표현에 쓰인 동AI에 피동 성사

‘ 이， 히， 리‘ 기가 결힘되어 -1동사가 되연서 그 -1동 구문의 서술어로 싱
현왼다 그러나 이러한 미동 정샤 ‘ 이‘ 히‘ 리， 기→’가 각각 어떤 음용흔석
인 조건으로 타동사의 어간과 경합F는지에 대한 규칙뼈가 어엽다는 이

유로 한국어 교육 현E쩨서는 이틀 파생 접사얘 의한 피똥사는 어휘적인
차원에서 형태 중심으로 재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이러한 교
수 방엉은 학습자을에게 비교적 큰 부담융 주게 원나 이에 본고는 r표준

국어대사션」 과 기타 연구 자료를 바당으로 타동사의 어간맡옴을 기준으

로 사용 빈도가 비교적 효은 피용사의 적흑융 아래와 갇이 제시해 본다

8)

'- 0

1.

히

'1.

기 는 웬만석으호 고써 아똥사와 경뺑때 피용‘댄 。1우는 rl5빼

재 정도 >1는 고유어 '.용사 중에서 피똥 잉이 A에 의뼈 파생헨 '1용‘F는 lJ)여 '.
에 융피하'"우인에 l앓 기타우라 다다시‘ 1!ll7 퉁} 게다가 다양한 여흥 정이사 '1
분포 tf껑이 아직 영시션으오 기술씨시 ?↓아 이등 피똥샤판옹 어이”인 차원에서
다푸어씬 씬요가 있다고 요늠 션에가 영l간적이다

9) 죠현윈:roJ)에서 는 학융자용이 사용앙 가능잉이 앙은 피동^Kl 우선죄으호 배영하

.í!. ~I 이선 깐쩨판 i!허히어 표수하는 것이 X까적이 ，.고 '1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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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쟁 "1 샤

1> 티홈시 어 ζ앵융애 따른 띠동시의 욕.

어간양용

피흥사
{옳아)고이다， 나누이 cf( 냐뉘다).

야꾸이다(，)쩌

다). 오이다. oq 아마， 보이다. 빼어다. 짚어다. (질
이}트이다.
오응

(불우용이}때이다.

{새껴 7))표이다.

차이다.

(반지가}꺼이다.

져야다.

(장이)께이다.

{말얘)썩이다. ( 바늘。11 꿰이다. (눈이)"-이다. (!f
장이}싹이다， 쏘이 cf. (신경이〉 쓰이다. (랄써가)

이

쓰이다. (활건이) 쓰이다. (끌 '11 쩌이다. (모이가)
쪼억 cf 풍
I

엎이 다 풍

*

￥이다，쌓이다둥

"
히

낚여 cf. 닦아다. 쭉이짜， 섞이다. 엮여따. 붉이다i
칸이다， 껴이다 동

「

악히다 억히다， 박히다 적에다， 찍히다 퉁

c

걷히 cf. 닫혀다 융히다 방히다 둥

U

Ji!. 깅히다‘ '1 징히다， 앵히다， 암히 c~， (융)상히다，
정히다 엉히다퉁

x

용히다 맺히다 잊히다융

~1

붉히다 업히다 얽히다풍

"

(옷이) 정리다

앙히다둥
(시간이) 정리다

(영얘) 걸리다，

(마응얘) 경려다， 날리다， 널리다‘ 눌려 C~， 'lt리다，
리

E

등리다 멀리다 융리다 용리다 일리다‘ 안리다，
용리다‘ 용용려다， 실리다 장리다 총리다 질리아，

연리다 용려다 형려다 헝률리다， 강리다， 꺼흘리

다 알리냐， 엉리다‘ 영리다‘ 올리다 뀔리다 퉁

"
」

l!려다 영리다 동
안기다웅

I

떻 7)CI- 종

0

갑지다 암 기다동

/、

'''''앗기 <1 씻기다 등

z

찢 '1 다 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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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어 서 나타나듯이 피용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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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히， 려， 기 ‘의 생산성이

극히 제한석입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정사에 의한 피동의 사
용 빈도등 고려하여 올 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

게 이러한 목록올 보여 주는 것은 피동사의 갱확한 사용에 일정한 도용윷
제공할수있다고본다
또한 한 중 피동을 대조해 보연， 한국어의 피통사 구문은 ‘피용수{

。V가.]，능동쉬[ 에게，

에 의해

에 J'피동새구조로 나타나는데 이을은

모두 중국어 피동 요현의 피홍수뻐*능홍수동샤구조에 대응왼다 즉，
중국어 피동의 ‘ II!i' 능동주구성이 한국어 피동에서 ‘능동수[ 에게

에

의해 쉐]’와 같이 다.oJ한 능동주 표지의 쓰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일
반적으로 ‘-에게는 문장 주어인 피동주가 유정울일 경우에 쓰이고 ‘ 에

의해’는 문장 주어인 피동주가 유정울과 우정울일 경우 모두 쓰이여 1 ’ 에’
는 문장 주어인 피동주가 우정울일 경우에 쓰인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
다 10 1

그리고 앞서 3장에서 밝혔듯이 피동은 서술의 초정이 피동주에 있기에
능동주가 생략되는 정우가 많다는 것도 설영항 펠요가 있다 또한 목적어

를 가지는 피동샤 구문도 교육 내용으로 다푸어질 필요가 있다 1 11

10l

능동주 요지 ‘-에 의혜 는 운장 주어인 피동주가 r，성물과 우정울잉 경우얘 오두 샤
용원 수 있는 "1 며홍추가 유껑을띤 경우 연안적으~ 능동주 요시표

얘깨가 λ 용

'1시얀 만약 운장얘 -에게와 동잉하거나 유사한 격이 흥사에 충현용받 경우에는
‘-얘세’의 쓰o，J o] 제약에고 대신

에 의해‘앙 사용하게 원다 이정택 1311;)얘서는 이

러한 얘약용 격 충동 '1 피의 씬이호 얘석하였다

111 옥적어가 있는 피용요현에 대해 다"J한 각도에서 않은 연구가 이푸어져 왔다 피용
표현의 ‘-옹/룡구릉 이중옥적어훈에서 옥석어가 있는 피홍요현이 형성씬 껑과 산유
원 욕적어로 보는 싼유 욕적어 7}성(서정수 I~ 송옥숭 1% 우인에 !9J7} 종사
구 안의 옥적어로 보는 j동샤구 옥척어 가성(고장수 사정t;.， 1잉 l

사정 ë

lr03 J,

주채화나 초성화의 성용으호 보는 주제화 성용 가섣(잉홍인 l잊g 유에씬 I!RII
사용운의 구죠E 갖r 웅상이 피용표현의 리이오 얘껴원 깃으오 보는 사용문걱 구

조 가션에상호 l쨌l， E~동운의 옥석어호 요는 태§」운 옥적어 가성(이상억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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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씨

「 영회가 켈수에게 송욕올 장혔다
」 핏I!l μf'm lldtr H. Il

(2))

..,

아이가 개에게 다이 갚 울였다

L . IJ ‘ f~ ILþJf써 O!i()，

(II! Il

(1)) -, 그녀가 강도에게 지감용 에앗겼다

L.~ ‘1회IZíIllι (\\1괴
위의 예문 (잉 Î -a).)은 ‘ 을/휠1을 표지로 하는 목적어률 수만하고

있다 이에 대웅하여 중국어의 피동 표현도 에운

(:!A L. -:li니과 강이 목

적어룡 수반하는데 이런 경우， 옥적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일푸용이나
소유울로 간주왼다 피동 구문은 욕성상 자동사문의 생격융 갖고 있어 웬
척적으로 옥적어의 수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떼 피흉사 구문

은 예외로 목적어를 수만할 수 있는 득수한 경우에 속하므호 이왈 쿄수
~，습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악으로 앞서 맑혔듯이 미동사 구문 중 이에 대 용되 는 농동 표현올

상정하기 어려용 경우가 있는데， 이툴융 중국어로 옮길 때에는 충국어의
피동 표현으로 옮기기보다는 능총 표현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업다 이
는 두 언어의 피동 구운에서 서슛어의 기준점이 다릎으호 인해 생기는 현
상으효 한국어의 피동샤는 그 앵위의 기준정을 주어인 피흥주애 두고 이

애 대용되는 중국어의 서술어 는 그 기준정올 행위의 주체인 능동주에 두
기 때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정 또한 유의하여
설영할 필요가 있다고 온다
이상의 논의를 바당으로 한국어 피동사의 교수 학습 내용융 정리허어
요로 재시하연 아래와 같다
교장수 IDIlI이 잊다

한낙어 여용샤 교욕 앵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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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융시의 교수 악습 내용

요수 내용

쿄수요욕

고유어 타용샤 어 간에 피동 엉사 ‘ 이 히

혀 지

가 경암

쟁 용 제시한다
- 놓용주 요지가 ’ 에게

- 에 의얘

얘 응야 강이 다양하게

쓰인다 앤 1tJ: 적으로미동주가유정블일 경우 그 g 지로 ‘ 에

형태

깨가 쓰이고 이흥주가 유정양이나 우정왕앤 경우 그 g 지

i

‘ 에 >1 뼈 가 쓰이 l예 이용주 가 우 정융일 정우 그 II지호
- 에 가 쓰잉용 제시언다

- 농동주 요지호 쓰이 뉴 ‘-에게 - 에 의에 - 에가 웅국어 피
동 g 현 >1 능동주 요지인

뼈아 대용딩용 제시한다

- 농용 II 엄에서 찌 웅 표현으호으l 연 영 깐 께 {‘ 세시한다
대용되 는 중국어의 이동 표현용 새시하여 이용사 구운익
구조잭 ?l 용 정 융 파악하깨 얻다

서 숭의 조정이 피흥주에 잉기에 능용주” 생약하 는 경우
가않다눈 것용 찌시한다
용사

놓용주의 상정이 어허용 경우 는 엠 ’간격으호 강용 g 현으
i 이뉴중국 어 >1 이용이아닌능동표현까 대 용인융제시
한나

- 아수힌 경우"- 욕적어 얀 가지 는 경우가 잉 cf 이때의 옥직
어 쉰 쭈역의 얼 i까샌 o]q 소휴짤호 인삭 51 션 에， 훌훌적 어 표 >1

로 ‘一 용/활‘야 샤용 휩용 제시현다.

- 운장의주어가명 '1 의주애인능똥주에 >1 앤엠’l 의영양
의이

유 미용적으로 수용하는 미상주가 에용 션영힌다
능동 II 현~~ 안리 운상 서 숨의 호정이 이동 주에 있용용

씬 " 힌마

V 결론
지금까시 한국어 미 흉사의 교퓨 $엔에 대해 살펴보고 이 들 피동요현
흩 중￥{ 피동표현과의 대조분석 융 용해 양자 ^}<>I 의 공용점과 '1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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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찾아내어 이를 한국어의 미동표현 교수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어권 학습지흥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피동표현 교수$싼종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 금까지 한국어 피동사의 교육 'lI"J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한국
어 피동사의 교육을 위해 한중 대조 분석을 흥해 두 언어 피동의 공용점

과 차이정율 영액1려 하었다 그리고 이툴 바당으로 효파척인 한국어 피동
사의 교수 학습 방얀융 "}연하j!.자 하었다

이훌 위해 언저 2장얘서는 한국어 피동의 엉주를 살펴보교 이 중에서
가장 정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접사 피통 즉 피동사흘 본고의 연구 대상
으로임냉다
이어 3 장에서는 효과적인 피동샤 교수 학습 엉엔의 제시률 위한 기초
작엽으로 한국어의 피용사와 이에 대웅되는 중국어의 피동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대조 환석은 형태론적 용시흔적 1 의미온적인 셰 측연어 서 진
행하였다

마지악으로 4 장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한 • 중 피동의 대조 분석융 바탕
으로 효파적인 한국어 피동사의 교수 학습 "J반올 마련하고자 하었다 이
를 위해 형태 용샤 의이적인 차원으로 니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조
분석을 흉한 한국어 피동사 표수 학습 녕엔의 제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융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극 할용하여 한국어

의 피흉사흘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샤용하는 데 도융융 제공할 수 있융 것
으로본다

이처럼 한국어 피동얘 대한 형식적 논의툴 용한 피동사 교용은 의이가
있다고 판단원다 그러나 피동의 가 능적 당화적 측연에 대한 논의 또한
교육 방안의 구성에 웰요한 부분임올 간과할 수 없다 어휘 문엉 교수에
있어서 형식적인 측연에서의 교수도 중요하지얀 그것의 기능격， 당회적
교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피동에 대한 교육 연구도 형식

연국어 피 용시 요육 앙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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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원의 연구를 녕어 기능석， 당화적 차원의 연구도 힐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어 피동의 체계적인 교수 학습 $엔의 마련을 위
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나~I가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역 과 유
장성을 기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휠 것이다 이는 차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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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어 피동사 교육 방안 연구
한 중 대조 문석율 중심으료

김 용

본고는 얻국어 피용샤 교육 앙안애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통온 그 싱현 앙식 에 있어 차이가 않다고 용 수 있는데 중국어의 이동 실현

형식은 얘우 단순한 얘 안연 한악어의 피용 실현 영식온 상대적으로 복장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등이 한국어의 피용올 학습힐 때 어려웅융 느켈 수가 있
다 이러언 상황에 이추어‘ 본고는 중긋인 학습자응 외현 효과적인 한국어 피동

'f

교융 망안융 채시하는 데 그 욕적올 둔다

、

、

이에 온고는 언저 2장에서 한국어 피용의 엉위와 피웅사얘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본고의 연구 및 교흡의 얘상융 정하기 위한 젓이다

다용 3장에서능 한 중 얘초분석용 용해 엔국어의 이용샤아 이에 대용되는 중
국어의 피동 표현의 공흥정과 차이정용 살미 I자 하였 'f. 이침 위해 형태흔적
용사흔적‘ 익이흔적 세 흑연으로 나누어 상여보았다
아지악으로 4 장에서는 앙서 대죠분석융 흥해 밝힌 한국어의 미흉사와 이에
대용되는 중국어의 피동 R 현의 공동점과 차이정용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극어

피용사 교수 학습 냉안융 형태 의이 용사 세 우분으표 나누어 재시하였다

I주재어] 이동， 피웅 전 'f. 피동샤‘ 대조 운석 피동사 교육

한극어 여흉샤 쿄육 앙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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