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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을 동사 용법과 관련하여 분류하

고, 그렇게 분류된 각 부류의 통사·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형·

동 양용 용언의 분류를 위해 ≪연세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를 

상으로 하여 동사 전용 형식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사 전

용 형식 중 ‘-어 있다’, ‘-어 가/오다’와 명령형 어미는 형·동 양용 

용언 어간에 폭넓게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 오다’는 ‘아프

다’ 등의 기존의 감각 형용사와 ‘깊다, 어둡다’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 부류와 결합 관계를 맺으며 ‘-어 있다’와 ‘-어 가다’는 ‘깊다, 

어둡다’ 등의 시간 형용사 부류와 그리고 명령형 어미는 기존의 존재 

형용사와 태도 형용사 부류와 결합 관계를 맺는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이를 각 부류가 지닌 동사의 의미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3장에서는 존재 양용 용언의 동사 용법을 살펴보았다. 존재 양용 

용언은 명령형 어미와의 결합 관계를 맺는 유형에 속한다. 명령형 어

미와 결합 관계를 맺는 문법적 특성은 ‘통제성’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 다. 본고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있다’에 한 그동안

의 논의를 검토하여 동사 용법의 판별 기준을 세우고 각각의 존재 양

용 용언에 나타나는 동사 용법이 통제성과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았

다. 존재 양용 용언이 통제성을 상적 특성으로 지님은 통시적인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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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4장에서는 감각 양용 용언의 동사 용법을 살펴보았다. 감각 양용 

용언은 ‘-어 오다’와 결합 관계를 맺는 유형에 속한다. 이 같은 특성

은 ‘기동상’의 상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각 동사와 결합 관계를 맺는 동사 전용 형식을 감각 양용 용

언의 동사 용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세우고 감각 양용 용언에 나타

나는 동사 용법이 ‘기동상’과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았다. 감각 양용 

용언이 기동상을 상적 특성으로 지닌다는 사실은 통시적인 쓰임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5장에서는 시간 양용 용언의 동사 용법을 살펴보았다. 시간 양용 

용언 ‘-어 있다’, ‘-어 가/오다’와 결합 관계를 맺는 유형에 속한다. 

이 같은 특성은 ‘결과상’ 및 ‘지속상’의 상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

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 동사와 결합 관계를 맺는 동사 

전용 형식을 시간 양용 용언의 동사 용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세우

고 시간 양용 용언에 나타나는 동사 용법이 ‘결과상’ 및 ‘지속상’과 관

련을 맺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간 양용 용언이 ‘결과상’ 및 ‘지속

상’을 상적 특성으로 지니는 사실이 통시적인 쓰임새에 의해서도 뒷

받침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태도 양용 용언의 동사 용법을 살펴보았다. 태도 양용 

용언은 명령형 어미와 결합 관계를 맺는다. 이에 해 기존 논의에서 

일부 형용사가 가지는 용법으로 설명되기도 하 다. 본고에서는 이러

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태도 양용 용언과 명령형 어미의 결

합 관계를 ‘통제성’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 다.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그 밖의 의지성 어미 및 보조 용언 구성과의 결합 양상을 살

펴보았다. 태도 양용 용언과 명령형 어미의 결합 관계가 통시적 쓰임

새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7장에서는 앞 장에서 전개된 논의를 요약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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