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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독일어에서 재귀대명사 sich가 쓰인 문장의 문법적 기술은 명칭의 통
일성 부재, 각 하위구문의 구분을 위한 기준의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다.1) DUDEN (1984, §157)으로 대표되는 독일
어 전통문법에 따르면 재귀동사 reflexive Verben란 재귀대명사 Reflexiv- 
pronomen와 함께 쓰이는 동사를 일컫는다. 또한 DUDEN (1984, §158 & 
§160)에서는 재귀대명사를 동반하는 재귀동사를 크게 순수재귀동사 echte 
reflexive Verben와 비순수재귀동사 unechte reflexive Verben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순수재귀동사는 비록 재귀대명사가 대격으로 실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문장에 상응하는 수동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재귀동사는 자동사와 문법적 속성을 공
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chte reflexive Verben mit einem Reflexivpronomen im Akkusativ sind 

generell nicht passivfähig und damit intransitiv.” [DUDEN (1984, §160)]

* 이 논문은 한국독어독문학회 1998년 봄철학술발표회 (1998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에서 구두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회장에서 좋은 조언을 해 주
신 선생님들과 초고의 내용에 대해 매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Weinrich(1993: 145)는 ‘obligatorisch reflexive Verben’이라고 부르고 있고, Erben 
(1972)은 ‘echte reflexive Verben’으로, Helbig(1991)는 ‘reflexive Verben im engeren 
Sinn’이라고 서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DUDEN (2006, §552)에서는 재귀
동사를 “순수” 재귀동사(“echt” reflexives Verb)와 재귀동사 변이형(reflexive Verb- 
variante), 재귀적으로 사용된 동사(reflexiv gebrauchtes Verb) 그리고 상응하는 타동
사가 없이 재귀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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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비순수재귀동사는 일반적인 대격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
와 문법적 속성을 공유하는 동사들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Verben [...] mit einem Akkusativobjekt sind grundsätzlich passivfähig und 
damit transitiv.” [DUDEN (1984, §159)]

 
DUDEN (2006, §547-§559)에서는 넓은 의미의 재귀동사를 ‘“순수” 재귀동

사’ “echt” reflexives Verb와 ‘재귀동사 변이형’ reflexive Verbvariante, ‘재귀
적으로 사용된 동사’ reflexiv gebrauchtes Verb 그리고 ‘상응하는 타동사가 없
이 재귀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DUDEN 
(2006, §552)에서는 재귀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넓은 의미의 재귀동사가 어휘
화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하위유형과 수동화 
가능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
문에서는 우선 DUDEN (1984)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독일어 기술문법서의 
기술을 출발점으로 하기로 하고, 재귀대명사를 동반하는 재귀동사의 수동화 
가능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적어도 다음에 제시하게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순수재귀동사는 수동이 불
가능하다”는 DUDEN (1984, §159 & §160)의 견해는 다음 예문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동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예문 (1a)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고 예문 (1b)와 같은 문장도 의미에 따라서는 수동이 가능
하다 (예문 (1)은 Kathol (1991)과 Pollard (1994)에서 재인용).

(1) a. Jetzt wird sich aber erholt und nicht mehr an Arbeit gedacht.
b. Damals wurde sich mit wenig Wasser und Seife gewaschen. 

DUDEN (1984, §159 & §160)으로 대표되는 견해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의를 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수동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사이다”는 견해는 독일어의 경우 (조건에 따라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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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수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모순된다. 

(2) a. In den IWF-kontrollierten Ländern wird auch samstangs gearbeitet.
b. Im Großsaal wird sonntags immer getanzt.

즉, 어떤 문장이 수동이 가능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분되어서는 문법구성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기에 우리는 이 문제제
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은 독일어 문법구성의 전반적인 
논의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정 문법이론에 얽매이지 않은 이론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귀대
명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
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본 논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sich가 적어도 대용어적으로 anaphorisch 쓰인 
경우와 비대용어적으로 nicht-anaphorisch 쓰인 경우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을 보여 주고자 한다.  둘째, 대용어적 sich는 하나의 독립된 구성성분으로서 
지시지표를 갖고, 명사구의 지표할당을 담당하는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아 통
사적으로 제약되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셋째, 비대용어적 sich는 형태적으로 동사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독
립된 구성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동사와 함께 하나의 어휘적 단위 lexikalische 
Einheit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통사론적·의미론적 근거가 충분히 있
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용어적 sich와 비대용어적 sich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렬접속 테스트, 삭제 테스트, 질의-응답 테스트, 변
위 테스트, 수식 테스트, 대치부정 테스트, 강조 테스트 등 7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논 논문은 재귀대명사 sich가 쓰인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DUDEN (1984)의 견해와는 달리 대격 대명
사 sich가 쓰인 문장은 원칙적으로 수동화가 가능하다. 둘째, 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은 수동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비인칭수동은 불가능하고 인칭수동만
이 가능하다. 셋째,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은 원칙적으로 수동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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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칭수동은 불가능하고 비인칭수동만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에서 sich는 독립된 구성성분이 아니고 동사와 하나의 어휘적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자동사일 수밖에 없고, 자동사는 비인칭수동은 가능하
나 인칭수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절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독
일어 수동형의 유형과 sich의 유형을 개관하고 sich가 쓰인 문장 중에서 본 논
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장을 규정한다. 제3절에서는 독일어 대명사 sich
의 문법적 위상을 밝히기 위한 7가지의 기준들을 제안하고 그 기준들에 의해 
구분된 결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sich가 쓰인 독일어 동사들 
중에서 수동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대격 대명사 sich
와 수동화 가능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제5절에서는 결론, 논의의 
의의, 남은 문제점 및 가능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우리는 위에서 대격 대명사 sich가 나타나는 독일어 문장의 유형을 순수재
귀동사와 비순수재귀동사로 구분한 전통문법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다음 
예문 (3a)는 순수재귀동사가, (3b)는 비순수재귀동사가 등장하는 문장이다.

(3) a. Hans erholt sich im Wald. (echte reflexive Verben)
b. Hans wusch sich im Wald. (unechte reflexive Verben)

비순수재귀동사는 (4a)에 제시된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귀대명
사 sich를 선행사로 대치시켜 수동문장의 주어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수동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4b)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재귀대명사 sich를 그
대로 두고 비인칭 수동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동문을 구성할 수 없다.

(4) a. Die Mutter wusch sich und ihre Kinder damals mit wenig Seife.
b. Damals wurden die Kinder und ihre Mutter mit wenig Seife 

   gewa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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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it wenig Seife wurde sich damals gewaschen.
d. *Sich wurde damals mit wenig Seife gewaschen.

전통문법에 따르면 순수재귀동사인 sich erholen은 수동문이 아예 불가능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문 (5)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순수재귀동사도 
수동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Kathol (1991) & Pollard (1994: 286)에서 예문 
재인용). 따라서 우리는 재귀동사와 수동문 구성 가능성에 대한 전통문법의 
기술이 실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설명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귀동사와 수동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Im Wald wird sich erholt (und nicht mehr an Arbeit gedacht).

본 논문은 특정 문법이론에 얽매이지 않은 이론중립적인 입장에서 대격 재
귀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격 대명사 sich가 
쓰인 (6)에 제시된 문장유형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이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분명 본 논문에서의 논의와 연관되는 면이 있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후일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aider 
(1984) 참고).

(6) 여격 대명사가 쓰인 문장
a. Hast du dir die Adresse gemerkt?
b. Wo kann ich mir die Hände waschen?

이제 독일어 수동화 도식과 독일어 수동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2)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여격 대명사 sich가 쓰인 문장은 비인칭수

동만이 가능하다. 대명사 sich의 지시대상을 밝혀 그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구를 주
어로 하여 인칭수동문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본문 (7)에 제시한 독일어 수동화도
식 II 단계의 조건에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구는 능동문에서 대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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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보고자 한다. 독일어의 수동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
쳐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Ryu (1997) 참고).

 (7) 독일어 수동화 도식
a. 수동화 I 단계: (SUBJAGENS) → Φ/(OBLvon/durch/mit/seitens)
b. 수동화 II 단계: 

(ⅰ) (OBJAKK) → (SUBJ) 혹은
(ⅱ) (OBJ2DAT) → (SUBJ)

 (7a)에 제시된 도식에 따르면, 독일어 수동문은 우선 주어를 삭제하거나 
사격 논항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형성되는데, 이 수동화 I 단계만을 거쳐 형성
된 수동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인칭수동 unpersönliches Passiv이라고 칭한
다. 다음 예문 (8a)가 그 예이다. 예문 (8a)와 (8b)의 대비가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독일어의 비인칭수동은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자 Agens인 비능격동사 
unergative Verben인 경우에 가능하고,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자가 아닌 비대격
동사 unakkusative Verben 혹은 비인칭동사 unpersönliche Verben인 경우 불가
능하다.

(8) 비인칭수동
a. Hans arbeitet samstags zu Hause. (비능격동사의 비인칭수동)

→ Samstags wird zu Hause gearbeitet.
b. Der Zug kommt gleich an. (비대격동사의 비인칭수동)

↛ *Gleich wird angekommen.

또한 (7b)에 제시된 수동화 II 단계는 수동화 I 단계를 거친 문장에 적용되
는데, 수동화 I 단계와 수동화 II 단계 중에서  ( ) (OBJAKK) (SUBJ)가 일
어나 유도된 수동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칭수동 persönliches Passiv이라 
칭하며,  수동화 I 단계와 수동화 II 단계 중에서 ( ) (OBJ2DAT) (SUBJ)가 
동시에 일어나 유도된 수동문을 우리는 소위 수혜자수동 Rezipientenpassiv이
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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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칭수동과 수혜자수동
a. Hans tötet im Sommer das Entlein. (인칭수동)

→ Das Entlein wird im Sommer getötet.
b. Hans schenkt dem Jungen ein Buch. (수혜자수동)

→ Der Junge bekommt/erhält/kriegt ein Buch geschenkt.

수동화 II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독일어에서는 모든 능동
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문의 대격목적
어만이 수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OBJAKK) (SUBJ) 과정
에 목적어의 격이 대격일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속격 목적어나 여격 목적어 혹은 여격 목적어와 대격 목적어가 
동시에 나오는 문장에서 여격 목적어를 werden 수동조동사가 쓰인 수동문의 
주어로 삼아 수동문을 구성할 수 없다.

  
(10) a. Hans gedenkt des Toten. (속격 목적어)

↛ *Der Tote wird gedacht.
b. Hans hilft dem Jungen. (여격 목적어)

↛ *Der Junge wird geholfen.
c. Hans schenkt dem Jungen ein Buch. (여격 목적어)

↛ *Der Junge wird ein Buch geschenkt.

이중 목적어 구문의 일종인 예문 (10c)는 werden을 수동조동사로 취할 경
우 여격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없지만, 수동화 II 단계 중에서 
( ) (OBJ2DAT) (SUBJ) 도식이 적용되어 bekommen이나 erhalten 혹은 
kriegen 을 수동조동사로 사용할 경우 문법적인 수동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 
(Haider (1984), Reis (1985), Müller (2006) 참고).

(11) a. Hans schenkt dem Jungen ein Buch.
b. *Der Junge wird ein Buch geschenkt. (= (10)c)
c. Der Junge bekommt/erhält/kriegt ein Buch geschenkt. (=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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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수동문 형성도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언급해 두어야 할 한 가지는 
helfen과 같은 여격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 드러나는 직관적인 불일치이
다. 예문 (12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격 목적어를 단독으로 취하는 동사는 
werden이 수동조동사인 경우 수동문 구성이 불가능하다 (Kathol (1994: 239) 
참고). 그러나 동일한 문장을 수동화 II 단계 중에서 ( ) (OBJ2DAT) 
(SUBJ) 도식을 적용하여 유도한 (12c)와 같은 수동문은 방언에 모국어 화자의 
방언적 배경에 따라서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Haider (1985)처럼 [von Hans]와 같은 행위자 전치
사구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수동문은 비문법적이고 행위자 전치사구가 나타나
지 않는 문장만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Kathol 
(1994), Hainz & Matiasek (1994)처럼 그와는 상관없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
단하는 학자들이 있어 모국어 화자의 직관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함을 지
적할 수 있다.

(12) a. Hans hilft dem Jungen.
b. *Der Junge wird geholfen. (= (10)b)
c. %Der Junge bekommt (von Hans) geholfen.

이제 본격적으로 대격 재귀대명사 sich가 나오는 독일어 문장들의 수동화와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대격 재귀대명사 sich가 나오는 독일어 문장이 어느 경우에 수동형이 가능하
고 어느 경우에 수동형이 불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수동형이 불가능
한 문장에서 sich의 문법적인 위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
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우선 독일어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앞 절 (7)에 제시된 독일어 수동화 도식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독일
어의 수동문의 주어는 해당 능동문에서의 문법기능이 직접목적어 OBJ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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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목적어 OBJ2인 요소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문장에 나타난 임
의의 요소가 문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술어의 하위범주화틀 Subkatego- 
risierungsrahmen 혹은 의미역격자 Theta-grid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
른 말로 하면, 수동화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문법기능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
소는 술어의 논항이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진다. 

수동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와 같은 문법적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
정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재귀대명사 sich가 과연 논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재귀대명사 sich가 논항이라면 문법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수동화도식의 적용
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재귀대명사 sich가 논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면 적어도 수동화도식 II단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재귀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재귀대명사 sich에 대한 문법적 위상을 구분하기 
위한 문법적 기준들은 여러 문헌에 산발적으로 제안되어 있다 [DUDEN 
(1984), Heidolph et al. (1981), Haider (1984), Haider (1985) 등 참고]. 본 논
문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준들을 병렬접속 테스트, 삭제 테스
트, 질의-응답 테스트, 변위 테스트, 수식 테스트, 대치부정 테스트, 강조 테스
트 등 7가지로 정리·제시하고자 한다 

Probe 1: 병렬접속 테스트 (Koordinationsprobe)
(13) a. Hans rasiert [sich und ihn].

b. *Otto erholt [sich und ihn].

병렬접속 테스트는 병렬접속되는 요소들의 문법적 속성이 같을 것을 요구
하는 병렬접속구문의 특성을 이용한 테스트로서, 구체적으로 병렬접속에 참여
하는 요소들의 범주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문법적 속성은 동일해야 한다. 예
문 (13a)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sich는 ihn과 마찬가지로 rasieren의 목적어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b)에서 sich는 erholen과 관련하여 직접목적
어일 수 있는 ihn과는 문법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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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2: 삭제 테스트 (Weglaßprobe)
(14) a. Hans rasiert (sich).

b. Otto erholt *(sich).

논항들은 일반적으로 복원가능성이 전제된다면 구어체에서 생략될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한 테스트가 삭제테스트인데, (14a)와는 달리 (14b)에서는 sich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 이는 sich가 논항이 아님을 말
해준다고 할 수 있다.

Probe 3: 질의-응답 테스트 (Erfragbarkeitsprobe)
(15) a. Wen rasiert er? 

Sich!
b. *Wen/*Was erholt Otto?

Sich!

Was나 wen 혹은 wer 등 부가어가 아닌 의문사를 이용한 질의에 대한 답으
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사적으로는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어야 하고 
의미적으로는 술어의 논항으로 의미역격자에 등장해야 한다. 이러한 문법적 
속성을 이용한 테스트인 질의-응답 테스트 Erfragbarkeitsprobe의 결과, (15a)와
는 달리 (15b)에서는 sich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sich erholen에서 sich는 논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robe 4: 변위 테스트 (Verschiebeprobe)
(16) a. Sich hat Hans am meisten rasiert.

b. Sich hat sie gewaschen (, nicht das Kind).
c. *Sich hat Otto erholt.
d. *Dich solltest du schämen.

Zifonun, Gisela, Ludger Hoffmann, & Bruno Strecker et al. (1997: 1586) 
등에 따르면 재귀대명사 sich는 보충어일 경우, 즉 논항일 경우 대조강세를 
동반하여 전장 Vorfeld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속성을 이용한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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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16a)-(16b)와는 달리 (16c)-(16d)에서 sich는 전장에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문장에 쓰인 sich는 논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robe 5: 수식 테스트 (Modifikationsprobe)
(17) a. Otto rasiert sogar/nur sich.

b. *Otto erholt sogar/nur sich.

Probe 6: 강조 테스트 (Hervorhebungsprobe)
(18) a. Der Junge rasiert jetzt sich selbst.

b. *Otto erholt sich selbst.

수식 테스트 Modifikationsprobe와 강조 테스트 Hervorhebungsprobe는 재귀
대명사 sich가 sogar나 nur 등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selbst 
가 추가되어 sich selbst 형태로서 강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
이다. 이 테스트는 sich가 독립적인 의미요소로서 문장에 쓰였는지 아니면 어
휘적으로 다른 요소에 부가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알아보기에 적당하다. (17a)
와 (18a)에서 sich는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강조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
나, (17b)와 (18b)에 쓰인 sich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Probe 7: 대치부정 테스트 (Replazive Negation)
(19) a. Otto rasiert wochentags nicht sich, sondern seine Kunde.

b. *Otto erholt sonntags nicht sich, sondern seine Gäste.

대치부정 테스트 replazive Negation는 nicht A, sondern B구문을 이용하여
A 요소가 B 요소로 대치되어 통사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문법적인 문장
이 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로서, 동시에 A가 sich일 경우 sich가 독립적인 의
미요소로서 문장에 쓰였는지 아니면 어휘적으로 다른 요소에 부가되어 나타
난 것인지를 알아보기에 적당하다. (19a)에 쓰인 sich와는 달리 (19b)에 쓰인 
sich는 seine Kunde와 같은 논항으로 대치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를 통해 우리는 (19b)에 쓰인 sich가 독립적인 요소로서 문장에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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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
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재귀대명사 sich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위의 테스트의 예에서 rasieren과 함께 쓰인 sich
와 같은 재귀대명사를 대용어적 sich라고 칭하고, erholen과 같이 같이 쓰인 
sich와 같은 문법적 속성을 지닌 sich를 비대용어적 sich라고 부르기로 한다. 

문법론적인 시각에서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용어적 sich는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성분 Konstituente을 이루나, 비대용어
적 sich는 독립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다. 둘째, 대용어적 sich는 술어의 논항 
Argument이며 결속이론 Bindungstheorie의 적용을 받으나 비대용어적 sich는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논항도 아니다. 셋째, 대용어적 sich는 자동사 
intransitives Verb와 결합할 수 없는 반면, 비대용어적 sich는 자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재귀대명사가 나온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대용어적 sich는 재귀동
사의 일부로 고착이 되어서 독립적인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며, 결국 그 재귀
동사와 함께 하나의 어휘적 단위를 이룬다. 따라서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재귀동사는 항상 자동사이고, 자동사는 비인칭수동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칭수동을 형성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비인칭수
동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용어적 sich와 수동문장 형성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 경우 동사는 sich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이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인칭
수동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대격 대명사 sich가 대용어적으로 쓰이면 sich
의 원래 지시체를 찾아 밝혀 줌으로써 수동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재귀대명사 sich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수동문을 만들 수 없다. 

이제 다음 소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순수재귀동사와 비순수재귀동사 그리고 
중간태구문과 수동문 구성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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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순수 혹은 비순수재귀동사와 수동화

우리는 위에서 순수재귀동사의 예로 sich erholen을 들었다. sich erholen은 
이미 예문 (13)-(19)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주었듯이 병렬접속 테스트, 삭제 
테스트, 질의-응답 테스트, 변위 테스트, 수식 테스트, 대치부정 테스트, 강조 
테스트 등 7가지 테스트에서 모두 비대용어적 sich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주장이 맞다면, sich erholen은 비인칭수동만이 가능해야 할 것
이다. 예문 (2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로 sich erholen으로 비인칭수동문
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20) Jetzt wird sich aber erholt und nicht mehr an Arbeit gedacht. (=(1a))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에 해당하는 비인칭수동문은 sich erholen에 국
한되지 않는다. Nerbonne (1982, 1986)에 따르면 다음 (21) 예문들도 문제없
이 비인칭수동이 가능하다.

(21) a. Im Wald wurde sich geschlagen.
b. Im Wald wurde sich geprügelt.

예문 (21)에 쓰인 sich가 여격재귀대명사가 아니라 대격재귀대명사임은 다
음 (22) 예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22) a. Ich {schlug/prügelte} mich mit ihm.

b. *Ich {schlug/prügelte} mir mit ihm.

그러나 문장 (21)과 (22)에 쓰인 sich는 수식 테스트 (23a), 강조 테스트 
(23b), 삭제 테스트 (23b) 등 몇 가지 테스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이 
아니고 따라서 비대용어적 sich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schlagen이나 prügeln과 
같은 동사는 사실 sich가 아닌 다른 대격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 대격목적
어를 취할 경우는 ‘누구를 때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21)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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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인 sich schlagen/prügeln은 ‘누구를 때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다
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이 재귀동사와 함께 쓰인 sich는 동사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과적으로 sich schlagen/prügeln은 행위
자를 주어로 취하는 자동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귀동사들이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인칭수동문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de 
Alencar & Kelling (2005) 참고).

(23) a. *Die Mutter schlug nur sich selbst mit ihm.
b. *Sich schlug die Mutter nut selbst mit ihm.
c. Die Mutter schlug *(sich) mit ihm.

위에 논의한 schlagen이나 prügeln 외에 sich schlucken, sich schicken, sich 
bemühen, sich fürchten, sich anschauen, sich ärgern 등도 일반 타동사로 쓰이
거나 순수재귀동사로 쓰일 수 있어, sich가 대용어적 혹은 비대용어적으로 해
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동사와 함께 나타난 sich가 비대용
어적으로 쓰인 다음 예문은 수동형이 가능하고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동화도식에 부합한다.

(24) a. Man ärgert sich wo anders.
b. Nun wird sich wo anders geärgert. (Wackernagel (1926: 147))

(25) a. Sie haben sich angeschaut.
b. Es wurde sich angeschaut. (Nerbonne (1982: 345))

비대용어적 sich는 논항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독립적이지 못하고 동사와 
함께 하나의 어휘적 단위를 이뤄 마치 하나의 낱말처럼 쓰인다. 대격 대명사 
sich가 비대용어적으로 쓰이면 이때의 동사는 항상 자동사이고, 그래서 수동
이 가능해도 sich를 그대로 놓아둔 채, 비인칭수동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Nerbonne (198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구조를 보존하지 않는 어휘규칙’ 
Non-structure-preserving lexical rule을 어휘부에 가정해야 할 것이다.

비순수재귀동사에 나타난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은 일반 대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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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상이한 점이 없는 직접목적어이기 때문에 (7)에 제시한 수동화도식의 수
동화 I 단계 (SUBJAGENS) Φ/(OBLvon/durch/mit/seitens)와 수동화 II 단계 
( ) (OBJAKK) (SUBJ)에 따라 인칭수동이 가능하다. (26)에 제시된 재귀대
명사 sich는 selbst를 통한 강조테스트를 통해 대용어적임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의 제안에 따라 예측되는 바와 같이 해당 수동문인 (26b)는 비문법적이다.

(26) a. Hans wusch sich selbst.
b. *Es wurde sich selbst gewaschen. (Nerbonne (1982: 344))

다음 예문에 쓰인 재귀대명사 sich도 병렬접속테스트 (27a)나 변위테스트 
(27b)를 적용해 보면, sich가 논항이고 대용어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은 인칭수동만이 가능하고 비인칭수동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28a)는 가능하지만 (28b)처럼 비인칭수동문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

(27) a. Die Mutter wusch sich und ihre Kinder damals mit wenig Seife.
b. Sich hat sie gewaschen *(, nicht das Kind).

(28) a. Damals wurden die Kinder und ihre Mutter mit wenig Seife 
gewaschen.

b. *Sich wurde damals mit wenig Seife gewaschen.

3) Nerbonne (1982: 344)에 따르면 재귀동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
다고 본다. 그는 본 논문에서 대용어적 재귀대명사로 분류한 것과 유사한 ‘통사적 
재귀대명사’와 본 논문의 비대용어적 재귀대명사에 해당하는 ‘어휘적 재귀대명사’
를 구분하고 있는데, (i)에 나타난 모든 재귀대명사를 ‘어휘적 재귀대명사’로 간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어휘적 재귀대명사’는 동사의 일부로 어휘규칙에 따라 파
생되는 것으로, 비인칭수동만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의 견해는 
Nerbonne (1982)와 일치하나, 본 논문에서는 sich waschen에서 sich가 대용어적으
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이 다르다.

(i) a. medio-passive: sich ärgern
b. reciprocal: sich anschauen
c. detransitive: sich ausdrücken
d. reflexive: sich wa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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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sich waschen은 항상 인칭수동문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우
리는 다음 예문 (29b)를 통해 알 수 있다.

(29) a. *Sich wurde damals mit wenig Seife gewaschen.
b. Damals wurde sich mit wenig Seife gewaschen.

(29)에 등장하는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에 대하여 우리는 잠정적으
로 비대용어적 재귀대명사라 간주할 수 있다. 그 증거는 변위테스트가 적용되
어 재귀대명사 sich가 문두에 나타난 예문 (29a)는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Zifonun, Gisela, Ludger Hoffmann, & Bruno Strecker 
et al. (1997: 1586) 등에 따르면 재귀대명사 sich는 보충어일 경우, 즉 논항일 
경우 대조강세를 동반하여 전장 Vorfeld에 나타날 수 있으나, 논항이 아닌 경
우 전장에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29b)처럼 비인칭수동을 허용하는 
sich waschen과 같은 동사들은 sich와 waschen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휘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다른 테스트들은 이 경우 만족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4)

IV.2. 중간태구문에 나타난 sich의 문법적 위상과 수동화

중간동사 Mittelverb 또는 중간태 Medium 문장은 수동조동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능동태와 문장구성상의 속성은 공유하지만, 의미적으로 능
동문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주어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수동태와 
속성을 공유한다. 중간태구문 Medialkonstruktionen에서는 기저 동사의 행위자
가 실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태부사와 함께 쓰여야 하고 많은 언어, 특히 
4) Kathol(1994: 249)과 Pollard (1994: 287)은 sich waschen을 순수한 자동사로 간주하

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자동사로 고착화시켜 분석하는 경우 DUDEN 대사전에 등
장하는 (ii)와 같은 수동문의 형성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 비록 (ii)는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법적인 문장임에 틀림이 없다.

(ii) Jetzt wird er gewa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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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에서는 재귀대명사 sich를 동반한다.5)  

(30) a. Die Blätter bewegen sich (leicht) im Wind.
b. Beamte bestechen sich *(leicht/schwer).

중간태구문에 비록 sich가 쓰였지만 중간태구문은 수동문을 형성할 수 없
다.

(31) a. *Es wird sich (leicht) im Wind bewegt.
b. *Es wird sich leicht/schwer bestochen.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독일어 수동화 도식에 따르면 중간태 구문에 해
당하는 수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쉽게 설명된다. 중간태 구문의 주어는 
해당 능동문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 논항으로 그 의미역이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화 I 단계 (SUBJAGENS) → Φ/(OBLvon/durch/mit/seitens) 조건을 만
족시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어 중간태 구문에서 수동문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대격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격 
재귀대명사 sich가 쓰인 독일어 문장의 수동문 형성가능성과 sich의 문법적 위
상사이에 성립하는 상관성을 밝혀, 대격 재귀대명사 sich가 쓰인 독일어 문장
의 수동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기술과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대격 재귀대명사 sich의 문법적 위상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격 재귀대명사 sich는 적어도 대용어적 sich와 비대용어적 sich로 구분
되어야 한다. 대용어적 sich는 하나의 독립된 구성성분으로서 지시지표를 갖

5) 스페인어에서는 se, 이탈리아어에서는 si, 독일어에서는 sich가 사용된다 (Kaufmann 
20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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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명사구의 지표할당을 담당하는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아 통사적으
로 제약되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받아야 한다. 비대용어적 sich는 형태적으로 
동사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독립된 구성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동사
와 함께 하나의 어휘적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통사론적·의미론
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들의 구분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병렬접속 테스
트, 삭제 테스트, 질의-응답 테스트, 변위 테스트, 수식 테스트, 대치부정 테스
트, 강조 테스트 등 7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격 재귀대명사 sich가 쓰인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에 관한 본 논문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대
격 대명사 sich가 쓰인 문장은 수동화가 가능하다. 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
은 수동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비인칭수동은 불가능하고 인칭수동만이 가능하
다.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장은 원칙적으로 수동이 가능하나 인칭수동은 
불가능하고 비인칭수동만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비대용어적 sich가 쓰인 문
장에서 sich는 독립된 구성성분이 아니고 동사와 하나의 어휘적 단위를 이루
기 때문에 기껏해야 자동사일 수밖에 없고, 자동사는 비인칭수동만 가능하지 
인칭수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독일어의 동사 중 대격 대
명사 sich와 함께 쓰이는 비순수재귀동사들이 수동형이 불가능하다는 
DUDEN견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동이 가능한 동사와 수동이 불가
능한 동사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기존의 문헌에서 정리·제시하였다. 또한  
중간태구문 Medialkonstruktionen 혹은 중간태동사 Medialverben는 일반적으로 
수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귀동사의 수동가능성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이 항상 일
정한 것은 아니고, 독일에서도 지역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점은 
비모국어화자들의 독일인 언어능력 규명에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한계는 완벽하게 극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lassen과 함
께 쓰인 A.c.I. (Accusativus cum Infinitivo) 구문에 sich가 나타난 경우의 수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Reis (1976), 
Grewendorf (1983) 참고). 이를 포함한 미진한 연구는 후일의 개인적인 연구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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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Untersuchung zum Verhältnis zwischen dem grammatische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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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sich und der Passivierbarkeit von reflexiven Verben im Deutschen 

Byong-Rae Ry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der vorligenden Arbeit wird versucht,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grammatischen 
Status vom reflexiven Pronomen sich und der Passivierbarkeit von reflexiven Verben im 
Deutschen näher zu betrachten. Dabei wird zum Ziel gesetzt, zu zeigen, dass im 
Deutschen das Reflexivum sich in zwei unterschiedliche Klassen, die in der vorliegenden 
Arbeit jeweils anaphorisches und nicht-anaphorisches Reflexivpronomen genannt werden, 
aufgeteilt werden soll. 

Fü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m anaphorischen und dem nicht-anaphorischen 
Reflexivpronomen braucht man eine Menge von Kriterien. Zu diesem Zweck werden 
insgesamt 7 Kriterien zusammmengestellt: Koordinationsprobe, Weglassprobe, Erfragbar- 
keitsprobe, Verschiebeprobe, Modifikationsprobe, Hervorhebungsprobe, Replazive 
Negation. Eine der zentralen Thesen der vorliegenden Arbeit lautet, dass reflexive 
Verben im Prinzip passivierbar sind. Das anaphorische Reflexivpronomen verhält sich 
grammatisch wie ein normales direktes Objekt und reflexive Verben mit einem 
anaphorischen Reflexivpronomen bilden ohne Probleme persönliche Passivsätze. Im 
Gegensatz dazu wird das nicht-anaphorische Reflexivpronomen als ein Teil der Verben 
betrachtet, was aber bedeutet, dass reflexive Verben mit einem nicht-anaphorischen 
Reflexivpronomen nur unpersönlich passivierbar sind.

Zum Schluß hoffe ich, daß diese Arbeit die Passivierbarkeit von reflexiven Verben im 
Deutschen richtig zu verstehen und zu verwenden helfen kann. Das Ergebnis dieser 
Arbeit kann auch für den Deutschunterricht für Ausländer nützlich sein.

[검색어] 순수 재귀동사 echte reflexive Verben, 비순수 재귀동사 unechte reflexive 
Verben, 수동화 가능성 Passivierbarkeit, 중간태 동사 Medialverben, 대용어적 
anaphorisch, 어휘단위 lexikalische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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