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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태가 안되는 타동사

  ① a. She resembles her sister. (그녀는 언니를 닮았다.)

      b. Her sister is resembled by her. (×)

【설명】 a의 ‘resemble(~를 닮다)’이 타동사이며, 'her sister'가 목적어다. 수동태로 고치면 b가 될 것

이지만, 틀린다.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닮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닮는 것은 타

고나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서, 누구에게 사랑의 행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닮음의 행위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닮다'라는 동사는 논리적으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냥 능동태로만 쓰

인다. 

  ② a. Her name escapes me. (그녀의 이름이 나를 벗어난다. → 그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b. I am escaped by her name. (×)

【설명】 b의 수동태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그녀의 이름에 의해 벗어남을 당하다'가 되는데 논리

적으로 맞지 않다. 원래 'escape'는 주로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 모양이 없다. 타동사

로는 '기억나지 않다, 눈에 띄지 않다'의 의미이며, 수동태로 바꾸면 말이 안된다.

  ③  a. He has a nice car. (그는 멋진 차를 가지고 있다.)  

       b. A nice car is had by him. (×)

【설명】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상태이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동태가 불가하다. 비

슷한 의미의 'possess(소유하다)'도 마찬가지이다.

      c. She lacks common sense. (그녀는 상식이 없다.)

      d. Common sense is lacked by her. (×)

【설명】 그녀가 상식이 없거나 부족한 것도 상태이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의 'lack'은 

'have'의 반대 의미다.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면 위와 마찬가지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④ a. I met her in the street. (그녀를 거리에서 만났다.)

      b. She was met in the street by me. (×) 

【설명】 길을 가다가 그녀와 마주쳤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버리면 내가 만나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 이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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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해서 'meet'이 '만나다'의 뜻일 때는 수동태가 안된다고 알면 되겠다.

     c. You will be met at the station by him at noon. 

        (네가 정오에 역에서 그 남자에 의해 맞이함을 당할 것이다. → 정오에 그가 역에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설명】 이 것은 두 사람이 만난다기보다는 '그가 너를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그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동태가 가능하다.

     d. Until these conditions are met we cannot proceed with the sale.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판매를 진행할 수 없다.)

【설명】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의 뜻이다. 해석을 보면 수동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a. Short hair becomes you. (짧은 머리가 네게 어울려.)

      b. You are become by short hiar. (×)

【설명】 여기의 'become'은 타동사로서 '~에 어울리다'의 뜻이며, 'you'가 목적어이다. 짧은 머리

가 네게 어울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양에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것이다. 상태라

는 말이다. 수동태로 바꾸면 짧은 머리가 행위의 주체가 되므로 틀린다. 여기서부터 '어울리

다'는 의미를 가지는 'suit, fit'도 수동태가 불가함을 알자. 

  ⑥ a. I entered the room. (내가 방에 들어갔다.)

      b. The room was entered by me. (?)

【설명】 a의 목적어인 그 방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하면 b가 될 것이다. 수동태 모양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을 주어로 내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방이 나에 의해 들어감을 당하는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가 없을 경우 수동태를 쓰면 안된다.

     c. The information was entered twice by mistake. (정보가 실수로 두번 입력되었다.)

【설명】 여기서는 누군가에 의해  정보가 들어간 것을 나타내므로 수동태로서 훌륭히 표현된다.

  ⑦ a. I approached the house. (내가 그 집에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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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house was approached by me. (?)

【설명】 역시 수동태로 바꾸면 모양은 나오겠지만, 그 집을 주어로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접근하

는 것이지, 그 집이 접근받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c. I was approached by her over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여자의 접근을 받았다. →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여자의 교섭을 받았다.)

【설명】 내가 그 여자의 접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수동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