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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연구
徐翠娥(서취아)

  본 연구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그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고는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연쇄구성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에 적합한 두 가지 정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후,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
였다. 나아가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확
립하고 그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 두 가지 용어로 주어진 구성을 기
술하는 전통적인 기술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안으로 구성의 형성 부문과 관련성이 없는 중립적인 용어인 동사연쇄
구성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 기준
과 의미적 정의 기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한국어에 적합한 통사적 
정의 기준 두 개를 새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두 기준을 반영하여 한국
어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 정의에 근거
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확립하였다. 또한 동사연쇄구성의 정
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분법적 접근법과 스펙트럼 접근법이 있는데, 본
고는 스펙트럼 접근법을 선택한다. 스펙트럼 접근법은 동사연쇄구성의 정
의 기준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고 가다’와 ‘묵어가다’처럼 통사적 
긴밀도와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일치하지 않는 구성과 통사적으로 ‘때려 
마시다’와 ‘건너듣다’처럼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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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이동-
이동 동사연쇄구성, 방식 동사연쇄구성, 수단 동사연쇄구성 등으로 분류하
였다. 이들 가운데 방식 동사연쇄구성에 속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류이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V₁ 
동사가 V₂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내지만 V₁ 동사가 구성에서 나타
낸 의미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의미적·통사적 특징이 있다. ‘(어
떤 곳에) 눌러살다’와 ‘훔쳐보다’가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합성성을 살펴보았다. 합성적인 의미
를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방식 동사연쇄구성 ‘뛰어가다’와 이동 동사
연쇄구성 ‘건너가다’ 등을 들 수 있고, 의미가 합성적이지 않은 동사연쇄구
성의 예로 ‘때려 마시다’와 ‘늘어앉다’를 들 수 있다.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가 비합성적인 원인은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의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2장에서는 합성동사구성 범주와 동사연쇄구성 범주 그리고 통사적 
구성 범주 간의 의미 확장 양상 및 동사연쇄구성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 확
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세 범주 간의 의미 확장 양상은 동사연쇄구성 ‘(새
가) 날아가다’가 합성동사 구성 ‘(돈이) 날아가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동사연쇄구성 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 확장 양상으로 
방식 동사연쇄구성 ‘(침대에) 누워지내다’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아
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4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사연쇄구
성의 논항 공유 현상을 살펴보았다. 논항 공유 현상에 따라 동사연쇄구성
을 분류하면 주어 공유 동사연쇄구성, 주어-목적어 공유 동사연쇄구성, 논
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 본고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이 논항을 공유해야 한다는 고정 관
념을 깨고,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본고는 연접 층위와 연접 관계에 있어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이 
보이는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접 층위에 있어서, SVO 어순의 
고립어인 중국어와 SVO 어순의 교착어인 파마어의 경우, 핵 층위 동사연
쇄구성과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 언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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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국어는 자신의 어순(SOV)과 언어 유형의 관계로 핵 층위 동사연쇄
구성만 가진다. 연접 관계에 있어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은 일반적으로 
대등-종속 연접이라는 연접 관계를 보이지만, 드물게 ‘당겨먹다’처럼 종속 
연접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유래는 주
로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동사 간의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사건 통합의 긴밀도와 통사적 결합의 긴밀도에 
따라 사건 연속체에서의 동사연쇄구성의 위치와 구조적 연속체에서의 동사
연쇄구성의 위치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동사연쇄구성은 두 가지 연속체
에서의 위치가 일치한다. 그러나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에 속하는 ‘타
고 가다’와 ‘묵어가다’는 두 가지 연속체에서의 위치가 다르다. 
  5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본고의 한계점 및 보완점
을 제시한다.

주요어: 한국어, 동사연쇄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 V₁-어+V₂ 구성, 
의미적 특징, 통사적 특징

학  번: 2015-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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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목록>

ACC  accusative       
AF  agent focus                       
ART  article
BE  be/have
CF  circumstantial focus          
CONJ  conjunction
COP  copula
CL  classifier
DAT  dative
DIS  distant mood
DIST.FUT  distant future
DU  dual number
EVID  evidential
EXCL  exclusive
FUT  future tens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INDEF  indefinitive 
IRREALIS  irrealis
LOC  locative
NOM  nominative 
OBJ  object
PFV  perfective (=PERF)
PL  plural 
PLN  place noun
PST  past tense
PTCL  particle
SG  singular
STAT  stative 
SUBJ  subject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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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사건과 사건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특정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사건들 간의 관계가 다양한 만큼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언어로 표상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1) (가). 철수가 학교로 뛰어갔다.
(나). 나는 누워서 TV를 보았다.
(다). 나는 TV를 보면서 식사한다. 

(1가)의 서술어 ‘뛰어가다’에서 ‘뛰다’는 가는 동작의 방식(manner)이기 
때문에 두 사건의 긴밀도가 높다. 따라서 사건의 통합 정도가 매우 높아, 
통사적으로 하나의 절에 표상되었음을 보여준다. (1나)의 경우 눕는 동작
이 TV를 보는 동작의 방식(manner)이지만, 두 사건의 긴밀도는 상대적으
로 낮아, 통사적으로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가 쓰이는 두 절로 표상되었
다. (1다) 역시 두 사건 사이의 긴밀도가 (1가, 다)보다 훨씬 낮아 대등적 
연결어미 ‘-면서’로 이어지는 두 절로 표상되었다. (1가)에서 보듯이 방식
(manner)을 나타내는 동사와 주사건을 나타내는 동사가 하나의 절에서 나
타나는 V₁-어+V₂ 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동사연쇄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어학계에서는 V₁-어+V₂ 구성을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
사구성’, 두 가지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어떤 구성이 통사적 구성이
라고 하면 해당 구성이 통사부에서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합성동사
구성이라고 하면 해당 구성이 통사부가 아니라 어휘부에서 ‘-어’ 단어형성 
규칙 등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V₁-어+V₂ 구성
이 통사적 구성인지 합성동사인지를 판단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파묻다’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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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묻다’의 경우, ‘파다’와 ‘묻다’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지만, V₂ 
‘묻다’의 목적어만이 구성 전체의 논항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논항 공유 현
상은 통사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보기 어
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구성들은 흔히 합성동사구성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
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파묻다’가 합성동사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합성동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보
인다.

(ㄱ). 구성 내부에 다른 요소(‘-서’나 보조사 ‘-는’ 등)를 삽입할 수 없다. 즉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형태적 긴밀성(morphological integrity)이 높다.

(ㄴ). 합성동사는 단일화한 의미/융합된 의미(fused meaning)/비합성적인 의미
를 나타낸다. 

‘파묻다’ 내부에 ‘-서’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ㄱ)에 부합하지 않고 투
명하고 합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 (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파
묻다’는 통사적 구성의 특징을 꽤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파묻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성동사의 범주를 확대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파묻다’를 합성동사로 본다면 합성동사가 원래 보이는 
(ㄱ)의 특징이 무시되는 셈이고, 합성동사가 보이는 (ㄴ)의 특징, 즉 ‘단일화
한 의미’의 특징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즉, ‘단일화한 의미’라는 의미 범주
를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1)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 두 가지 용어로 V₁-어+V₂ 구성을 기술할 때 논
란의 여지가 있는 구성을 하나 더 들자면 ‘때려 V₂’ 구성을 들 수 있다. 

(2) (가). 몸이 무겁고 늘어져서 뜨끈한 라떼에 유기농 바닐라 설탕 반 스푼 넣어서 
          때려 마시니까 이제야 정신이 드는 느낌. <웹> 

(나). 크르와상 휴지시키며 양파빵두 굽구요. 양파 다져서 때려 부었더니 반죽이랑  
      안 섞여… <웹>

1) 주지연(2008)의 경우, ‘단일화한 의미’라는 범주를 확대시켜 본 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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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채를 하면 다들 야채를 하나하나씩 따로 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간단하  
      게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곤 볶습니다. <웹>
(라). 김 서방은 남은 재산을 다 때려 쓰고 거지꼴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2나~2라)에 쓰이는 ‘때려 마시다, 때려 붓다, 때려 넣다, 때려 쓰다’에서 
‘때려’-는 “많이, 마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때리다’는 단독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때려 마시다’ 등이 갖는 의미는 비합성적
(non-composi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때려 
마시다’ 등을 합성동사로 취급해 왔다. 단어는 통시적 변화를 통해 특수한
(idiosyncratic)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때려 마시다’, ‘때려 붓다’, ‘때려 넣다’ 등처럼 띄어 쓰는 일이 
흔히 있고, ‘때려’ 뒤에 새로운 동사가 와서 새로운 표현을 얼마든지 만들
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합성동사가 아
니라 통사적 구성에 가까운 성격도 꽤 지니고 있다. 
  합성동사인지 통사적 구성인지 따지는 일은 어쩌면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이 구성들이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합성동사인지 통사적 구성인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중립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데, 그러한 용어로 ‘동사연쇄구
성’을 도입하고자 한다. 
  V₁-어+V₂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의 하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연
쇄구성에서는 V₁과 V₂ 사이에 ‘-어’ 외의 다른 요소가 개재될 수도 있고, 
먼 과거(예컨대 고대 한국어)나 다른 언어(예컨대 중국어)에서는 아무런 
요소가 개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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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의의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도입한다면, 이 범주는 합성동사구성과 통사적 
구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구성’ 범주 중간에 ‘동
사연쇄구성’이라는 중립적인 범주를 따로 설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합성동사 범주는 본래의 범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범주를 확대해
서 볼 필요가 없다. 주어진 V₁-어+V₂ 구성이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통사적 
구성인지, 어휘부에서 만들어진 합성동사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은, 사실상 V₁-어+V₂ 구성이 통사적 구성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즉, 어
떤 구성이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이 보이는 특징에 부합하면 통사적 구성으로 
판단하고, 통사적 구성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합성동사로 판단하게 된
다.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은 다음과 같은 (ㄱ)~(ㅅ)의 특징을 보인다. (ㄱ)~
(ㅂ)은 통사적 특징이고 (ㅅ)은 의미적 특징이다.

(ㄱ). 구성 내부에 다른 요소(‘-서’, 혹은 ‘-는’ 등 보조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ㄴ). V₁의 대동사화가 가능하다. 
(ㄷ). 대등접속 형성이 가능하다. 
(ㄹ). 통사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논항 공유 현상을 보인다. 
(ㅁ). 통사적 구성은 동사의 출현 순서가 실제 행위의 출현 순서와 일치하는 도

상적인 특징을 보인다. 
(ㅂ). 통사적 구성은 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한다. 
(ㅅ). 의미적으로 통사적 구성은 합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제시된 통사적 구성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합성동사구성으로 판
단한다는 접근법에서는 합성동사의 특징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1.1에서 
제시된 합성동사의 특징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구성 내부에 다른 요소(‘-서’나 보조사 ‘-는’ 등)를 삽입할 수 없다. 즉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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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형태적 긴밀성(morphological integrity)이 높다.
(ㄴ). 합성동사는 단일화한 의미/융합된 의미(fused meaning)/비합성적인 의미

를 나타낸다.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아서 합성동사로 처리했을 때, 
그 결과, 합성동사가 (ㄱ)의 특징을 보여야 한다는 제약이 느슨해지면서 
합성동사구성의 범주가 커지게 된다. 예컨대, ‘파묻다’는 ‘파다’와 ‘묻다’ 사
이에 ‘-서’ 개입이 가능하지만, 통사적 구성이 보이는 논항 공유 현상을 
보이지 않고 V₂ 동사의 목적어만 구성 전체의 논항으로 실현된다. 이에 따
라 ‘파묻다’처럼 ‘-서 ’개입이 가능한 구성까지 합성동사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합성동사구성의 범주가 커지는 것이다.
  합성동사 범주가 커짐에 따라, 합성동사가 나타내는 ‘단일화한 의미’의 
범주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즉, ‘파묻다’처럼 ‘파는 행위+ 묻는 행위’와 
같은 복합적 행위도 ‘단일화한 의미’나 ‘비합성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구성 중간에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설정한
다면, 합성동사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합성동사범주는 (ㄱ)과 (ㄴ)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도입하면 많은 V₁-어+V₂ 구성을 그 유래(형
성 부문)와 관련짓지 않을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동사연
쇄구성이라는 용어에 구성의 유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도입하면, 주어진 V₁-어+V₂ 구성이 통사부에
서 결합된 통사적 구성인지, 어휘부에서 ‘-어’ 단어형성 규칙에 의해 결합된 
합성동사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서 주
어진 구성을 기술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통사적 구성으로 볼지 합성동사구성
으로 볼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앞에 논의된 ‘파
묻다’와 ‘때려 V₂’의 경우도 그렇고 ‘달려가다’의 경우도 그러하다.

(3) (가). 철수가 학교까지 달려(서) 갔다.
(나). 철수가 학교까지 달려(서)갔다.
(다). 철수가 학교에 달려(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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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는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이다. (3나)의 ‘달려가다’는 (3가)의 ‘달려 
가다’와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서’ 개입이 가능하고, 두 구성요소가 주어 
논항과 부사어 논항을 모두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3나)
의 ‘달려가다’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
과 다르다. (3다)의 경우, ‘학교에’라는 부사어 논항이 V₂ ‘가-’의 논항이
지만, V₁ ‘달리-’의 논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3다)의 ‘달려가다’ 
내부에 ‘-서’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3가)와 (3나)의 ‘달려가다’와 다
르다.
  이때 (3나)와 (3다)의 ‘달려가다’를 통사적 구성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합
성동사구성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3나)의 ‘달려가다’를 (3가)에 쓰이는 ‘달려 가다’라는 통사적 
구성이 굳어진 것으로 보고 (3다)의 ‘달려가다’를 합성동사로 보는 입장이
다. 이는 통사적으로 형성된 ‘달려가다’와 어휘부에서 형성된 ‘달려가다’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 (3나)와 (3다)에서의 ‘달려가다’가 모두 (3가)의 ‘달려 가다’라
는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3다)에서 보듯이, ‘달
려가다’가 한 단어로 굳어진 후, 통사적으로 취하는 논항 등에 있어서 통
사적 구성이었을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의미적으로 구성 요소들
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3나)와 (3다)에서의 ‘달려가다’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도입한다면, (3나, 3
다)의 ‘달려가다’는 그 형성 부문(통사부/어휘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동
사연쇄구성’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나, 3다)에서의 ‘달려가다’의 경우, V₁이 V₂의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
는 개념적 융합이 일어난 두 사건(방법 부사건+주사건)을 하나의 절에서 
본동사 ‘달리다’와 ‘가다’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사연쇄구성이란 
개념적 통합이 일어난 두 사건을 하나의 절에서 두 개의 본동사로 나타내
는 통사적 수단인데, (3나, 3다)에서의 ‘달려가다’는 이러한 동사연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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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에 모두 부합한다. 따라서 (3나, 3다)의 ‘달려가다’는 모두 동사연
쇄구성으로 기술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한다면 그간 논란이 
있었던 (3나, 3다)의 ‘달려가다’, 그리고 흔히 합성동사로 기술되어 왔던 
‘파묻다’와 ‘때려 마시다’ 등은 모두 하나의 부류, 즉 동사연쇄구성으로 일
관되게 기술될 수 있다.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설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셋째, 동사연쇄구
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 V₁-어+V₂ 구성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에 연구
의 초점을 맞춰 V₁-어+V₂ 구성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 두 가지 용어만으로 V₁-어+V₂ 구성을 기술하
면 주어진 구성이 합성동사구성인지, 통사적 구성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한
다. 그 때문에 그간의 연구도 주어진 구성의 통사적 특징에 근거하여 통사
적 구성인지 합성동사인지 구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에 비해 구성의 
의미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도입하면, V₁-어+V₂ 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
쟁을 피하고, 그 의미적 특징에 주목하여 범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
술할 수 있게 된다. ‘달려가다’와 ‘건너듣다’ 그리고 ‘때려 마시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달려가다’의 경우 통사적으로 ‘-서’ 개입이 가능하고, 의미적으로 투명하
게 쓰여 동시에 일어나는 달리는 행위와 가는 행위를 나타내고 나는 행위
는 가는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건너듣다’는 통사
적으로 ‘-서’ 개입이 가능하나 의미적으로 V₁이 전이된 의미로 쓰여, V₂ 
행위가 진행되는 비행위적인 방식, 더 구체적으로 기원(source)을 나타낸
다. ‘달려가다’와 ‘건너듣다’ 두 구성과 모두 달리, ‘때려 마시다’는 통사적으
로 ‘-서’ 개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V₁이 방식 부사(manner 
adverb)가 나타내는 ‘함부로 많이’의 의미를 나타내 주체가 V₂ 행위를 수행
할 때의 양상이나 모습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구성’ 두 용어는 두 개의 



- 8 -

동사가 결합되는 부문(통사부와 어휘부)을 반영하는 술어인데, 이 두 용어
로는 앞에서 언급된 세 구성이 보이는 다양한 의미적·통사적 차이를 기술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동사연쇄구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면, 흔히 합성동사로만 여겨졌던 구
성을 그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체계적으로 기
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뛰어가다’와 ‘건너듣다’ 그리고 ‘때려 마
시다’의 V₁은 모두 V₂가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두 방식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이차
적으로 V₁과 V₂의 의미적·통사적 차이에 근거하여 ‘뛰어가다’는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되고, ‘건너듣다’와 ‘때려 마시다’는 방식 동사연쇄구
성의 하위 부류인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더 세부적으로 기술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사연쇄구성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관점에서 V₁-어
+V₂ 구성을 비롯한 V₁-연결어미+V₂ 구성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준다. 따라서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V₁-어+V₂ 구
성을 비롯한 V₁-연결어미+V₂ 구성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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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연구사와 한국어
학계에서의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연구사, 두 가지 흐름의 선행연구
를 검토할 것이다. 

1.3.1.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동사연쇄구성 연구사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먼저, 동
사연쇄구성이 어떻게 주목되었고, 이후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 검토하고, 동사연쇄구성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사에 대해 검토하기
로 한다. 

1.3.1.1. 동사연쇄구성의 발견·연구사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절에서 정형동사(finite verb)가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
다. 그러나 유럽어(European languages)와 달리 많은 아프리카 언어에서는 하
나의 절에 정형 동사(finite verb) 여러 개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Christaller(1875)에서 최초로 기술되었다.2)
  Christaller(1875)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콩고어족(Niger-Congo) 
- 대서양콩고어파(Atlantic-Congo) - 콰(Kwa)어파 아칸(Akan)어 방언
인 트위어(Twi language)에서 출현한 ‘동사의 결합(verbal combinations)’
을 아래와 같은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주동사+(바람, 능력/의무, 상(aspect)적/시간적)조동사’ 유형
   이 유형에 속한 동사의 결합에서는 한 동사는 주동사, 나머지 한 동사는 조

동사(auxiliary verbs)이다. 조동사에는 ‘desire/wish/be about to’와 같은 바
람을 나타내는 동사와 ‘can, be able to, have to’와 같은 능력, 의무를 나타

2) Aikhenvald(2018), Serial verbs, Oxford University Press,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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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동사, ‘finish, get’ 등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delay (for 
a long time)’ 등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포함된다. 

② ‘주동사+도구 도입 조동사’ 유형
두 동사 중 하나는 영어의 ‘use’의 의미를 나타내어, 도구를 도입하는 역할
을 한다. 예컨대, 영어의 uses X does Y (=does Y with/by X), 중국어의 
‘用’자가 이에 해당한다.

③ ‘주동사+방향 조동사’ 유형
이 부류에 속한 동사의 결합에서는 한 동사가 방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트
위어에서 방향은 동사에 의해 나타낸다. 트위어 동사 fi는 ‘from’의 의미를, 
fa는 ‘through’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본동사(주동사)+본동사’ 유형
이 부류의 동사의 결합은 두 타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notion)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때 두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공유한다. 목
적어가 동일한 경우 V₂ 동사 뒤에 목적어가 중복 출현하지는 않는다.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공유하는 예로는 ‘take drink’, ‘receive (food) eat’와 같은 것
이 있다. 

⑤ ‘본동사(주동사)+본동사(종속 동사(부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유형
  이 부류에 속한 동사의 결합 중 종속 동사(subordinate verb)는 주동사가 나타

내는 상황의 부사적 상황(adverbial circumstance)을 나타낸다. 예컨대 ‘does X 
well, does X suddenly’와 같은 문장에서 ‘well’과 ‘suddenly’의 의미가 모두 
동사 V₂에 의해 나타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hristaller(1875:69-73)

  트위어(Twi)에 포착된 이러한 동사 결합은 동사연쇄구성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위에 제시된 동사의 결합은 현재까지 연구자에 따라서 전 유형 또는 일
부 유형이 동사연쇄구성으로 여겨져 왔다.
  그 후 Balmer & Grant(1929:115-128)에서 아칸(Akan)어 판티(Fante) 방
언의 문법을 기술하면서 이 같은 언어 현상을 가리켜 ‘serial verb’라는 용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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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사용하였다(Aikhenvald 2018:8). 이어 동일한 언어 현상이 니제르콩고어
족(Niger-Congo) - 대서양콩고어파(Atlantic-Congo) - 볼타콩고어군(Volta
-Congo) - 볼타-니제르(Volta–Niger, 또는 East kwa)에 속하는 에웨(Ewe)어, 요
루바(Yoruba)어, 누페(Nupe)어에서도 발견되었다.
  에웨(Ewe)어 문법을 기술한 Westermann(1930:126)에서는 해당 현상을 ‘나
열된 동사(a row of verbs)’로 언급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구성의 
주된 특징으로, 여러 동사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나 그것들이 (그 어떤 통사적 
장치에 의해서도)3) 연결되지 않고 시제와 서법(mood)을 공유하며, 주어와 
목적어 또한 공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에웨(Ewe)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는 Collins(1997), Ameka(2005, 2006), 
Bohnemeyer & Van Valin(2009)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요루바(Yoruba)어 동사
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는 Ward(1952), Bamgbose(1966), Oyelaran(1982) 등, 
누페(Nupe)어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는 Smith(1964)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은 나중에 콰(kwa) 어파가 아닌 어파에 속하는 폰(Fon)
어, 이조(Ijoid)어 등의 언어에서도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언어이지만 아
프리카아시아(Afro-asiatic)-차이드(Chadic)에 속한 고에마이(Goemai)어에서
도 동사연쇄구성이 보고되었다. 
  아울러 동사연쇄구성은 서부 아프리카의 크리올(creole)과 피진(pidgin)
에서도 밝혀졌다. 예컨대, 시에라리온(Sierra Leone)에서 사용된, 영어 기
반의 크리올의 동사연쇄구성은 Williams(1971) 등에서, 수단 아랍어
(Sudanese Arabic language) 기반의 크리올인 누비(Nubi)어의 경우 
Owens & Cornelia(2007)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는 서아프리카 언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아프
리카 언어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오스
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Australian aboriginal Languages)와 오스트로네시
아어계(Austronesian language family)의 언어, 그리고 파푸아 제어(Papuan 
languages)에서도 동사연쇄구성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Australian aboriginal 
Languages)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로 디르발(Dyirbal)어의 동사연쇄구성을 

3) 괄호 안 내용은 필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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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Dixon(2006)과 Dixon(2011)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오스트로네시아
어계(Austronesian language family)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로 파마
(Paama)어를 살펴본 Crowley(1987)과 오세아니아어군(Oceanic Languages) 동
사연쇄구성을 살펴본 Dixon(2002)를 들 수 있다. 
  아울러 파푸아 제어(Papuan languages)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로, 칼람
(Kalam)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Pawley(1987), Pawley & Lane(1998), 
Givon(1990), Givon(1991), Lane(2007), Pawley(2009) 등이 있고, 와탐(Watam)
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Foley(2010)이 있으며, 마남부(Manambu)어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Aikhenvald(2008)을 들 수 있다. 파푸아 제어 중 트랜스
뉴기니어족(Trans–New Guinea)어계에 속하는 사이네어(Siane)의 동사연쇄구성
을 살펴본 연구로는 James(1983)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양한 어족을 제외하고 동사연쇄구성은 인도-유럽어족의 러시아어, 코
미(Komi)어, 판란드어(Finnish) 등에서도 보고되었다.
  아시아 여러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며 요
루바(Yoruba)어처럼 고립어이자 성조 언어인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어의 동
사연쇄구성은 Li & Thompson(1973)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 물론 이 논의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은 후속 연구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어에 동사연쇄구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현상들을 최초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후 중국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는 Li & 
Thompson(1981), Chang(1990), Wu(1992), Hwang(2008), Paul(2008) 등에
서도 이루어졌고, Fung(2011), Matthews(2006) 등은 광둥어(Cantonese)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중국 내의 소수 민족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로는 흐몽(Hmong)어의 방언인 화이트 흐몽(White Hmong)의 동사연쇄구
성을 살펴본 Jarkey(2015)가 있으며, 티베트어(Tibetan language) 동사연쇄구
성을 살펴본 연구로 DeLancey(1991)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 사용되
는 오스트로네시아어계(Austronesian language family)-타이완 제어(Formosan 
languages)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다. 트우
(Tsou)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Lin(2015)는 그 예로 들 수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언어의 경우, Steever(1988)에서는 인도 남부와 스
리랑카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계(Dravidian language family) 언어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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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지역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해서는, 
Iwasaki(1989) 등에서 태국어의 동사연쇄구성, Srichampa(1997) 등에서 베트
남어의 동사연쇄구성, Vittrant(2007)에서 버마어(Burmese language)의 동사연
쇄구성, Cole(2016)에서 라오어(Lao language)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우선 남아메리카 언어의 경우, 남미에서 사용된 트리아나어(Triana 
language)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Aikhenvald(2006b)을 들 수 있다. 북미지역 
언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로는 라코타어(Lakota language)의 동사연쇄구
성을 살펴본 Reuse(2006)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크리올과 피진에서의 동사연쇄
구성이 많이 보고되었다. 예컨대, 북미의 카리브 제도(Caribbean)에서 사용된 
프랑스어 기반의 아이티(Haiti) 크리올(Wingerd 1977)과 포르투갈어와 스페
인어 기반의 파피아멘토(Papiamento)(Bendix 1972, Jacobs 2015) 등에서 
동사연쇄구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남미에서 사용된 영어에 바탕을 둔 크
리올 중 스라난 통고어(Sranan Tongo)(Sebba 1987)에서도 동사연쇄구성이 논
의되었다. 
  아프리카와 미주 외 다른 지역에서의 크리올이나 피진에서도 동사연쇄구성
이 보고되었다. Crowley(1990)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영어 크리올어 비슬라마
(Bislama)어, Givon(1990)과 Verhaar(1991) 등에서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에서 사용된 톡 피진(Tok Pisin)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serial verb’이라는 용어는 1929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보
아왔듯이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진 것은 1960-70년
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아프리카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1970년대부터는 서부아프리카 언어가 아닌 
언어에서, 대표적으로 중국어에서도 보고되었다. 동사연쇄구성은 이와 같은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동사연쇄구성은 언어 유
형론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4) 그 이
후 동사연쇄구성은 더욱 다양한 언어에서 논의되었다.
4) Crowley(2002:8): However, it is really only since the 1980s that serial verbs 

have come to be seriously investigated by linguistic typologists looking for more 
general accounts of th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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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동사연쇄구성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사
  세계 언어학계에서 동사연쇄구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많은 차이를 보여왔
다. 생성문법이 등장하기 전, 동사연쇄구성에 해당하는 현상을 다루는 
Christaller(1875)와 Westermann(1930) 등은 해당 언어 현상의 통사·의미
적 특징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동사연쇄구성의 유래 등에 
대한 해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1950년대 변형생성문법이 등장한 후,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가 변형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변형생성문법의 테두리 안에는 다
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들 가운데 변형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
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론이 있다. 변형적 접근법을 취한 이론은 변형문법
(Transformational Grammar, TG)의 틀에 속하며, 비변형적 접근을 취하
는 이론들을 단층위적(비변형) 문법의 틀에 속한다. 따라서 변형생성문법
의 테두리 안에서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변형적 접근을 취하는 
것들이 있고, 비변형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있다. 
  변형적 접근을 취한 최초의 연구는 Stewart(1963)이다(Sebba 1987:7). 
Stewart(1963)에 따르면 ‘take-lend’라는 동사연쇄구성이 쓰이는 (4가)를 
의무적 변형의 결과로 본다. 즉 (4가)는 (4나), (4다)가 결합하고 두 번째 
주어를 삭제하는 의무적 변형으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이다. 

Twi
(4) (가). ɔ-de no fɛmm me.

3SG-take 3SG lend.PST 1SG.ACC 
          He lent me it.                            (Sebba 1987:7)에서 재인용

    (나). ɔ-faa no
3SG-take 3SG

          He takes it.                              (Sebba 1987:7)에서 재인용

    (다). ɔ- fɛmm me.
3SG-lend.PST 1SG.ACC
He lent me.                               (Sebba 1987: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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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관점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둘 이상의 문장에서 도출된 것으로 본
다. 변형적 접근법은 정형 동사 두 개로 구성된 동사연쇄구성은 둘 이상의 
문장이 결합한 후, 동일 주어 삭제, 접속사 삭제 등의 변형을 거쳐 얻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변형적 접근법에는 하나의 절에서 정형 동사(finite)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비변형적 접근법은 동사연쇄구성을 삭제 등의 변형(transformations) 
규칙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s)에 의
해 생긴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접근법을 도입한 논의로 Schachter(1974)가 
있다(Sebba 1987:17). Schachter(1974)에서는 모든 동사연쇄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구 구조 규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VP*
는 영(零)이나 그 이상의 동사구를 의미한다.

    S → NP Aux VP VP*                    (Sebba 1987:17)에서 재인용

예컨대 (5)에는 두 개의 정형 동사가 쓰였다. 

Akan
(5)  Kofi daadaa Amma kɔɔe.
     Kofi trick Amma go.PST
     (i) Kofi tricked Amma and went.
     (ii) Kofi tricked Amma into going.            (Sebba 1987:18)에서 재인용

이 예문에 해당하는 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구 구조 규칙은 하나의 절에 하나 이상의 VP가 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Sebba 1987: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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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achter(1974)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변형 규칙으로 설명할 경우 여
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동사에 주어 일치 표지(subject agreement marker)가 붙는 언어들
이 있는데, 일부 언어의 경우 의미상 VP₂의 주어가 NP₂이더라도 VP₂에 붙
는 일치 표지(agreement marker)는 NP₁과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일치 현
상은 변형 규칙에서 동사들의 주어가 공지시적이지 않으면 표층 구조에 나타
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어떤 동사연쇄구성은 다(多)문
장 구조(multi sentence structure)로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동사연쇄
구성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합으로 도출할 수 없다.5)
  한편 Foley & Van Valin(1984)에서는 역할지시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RRG))6)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의 틀 안에서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바 
있다. 역할지시문법에서 절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Foley & Van 
Valin(1984:187 Figure 6)에서 제시한 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절은 핵(nucleus), 중심부(core), 그리고 주변부(periphery) 세 층위
로 구성된다. 핵(nucleus)은 술어를 가리키고, 중심부(core)는 동사의 핵과 
그 핵심 논항을 가리키며 주변부(periphery)는 중심부와 절 안의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나머지 성분을 가리킨다. 
  Foley & Van Valin(1984)에 따르면 연접(juncture)은 세 층위에서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동사 연속화(verb serialization)는 핵 층위(nuclear layer)
나 중심부 층위(core layer)에서 연접이 일어난 결과이다. 전자의 경우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 중심부 층위의 동사연쇄구성
이라고 한다. 핵끼리 연접이 일어나 형성된 모든 논항을 공유하는 V₁+V₂ 구
성과 중심부끼리 연접이 일어나 형성된 V₁-O₁+V₂ 구성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한다.  
5) Sebba(1987:18)에서 제시한 Schachter(1974)의 주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6) 역할지시문법은 이론적 지향상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의 한 지파로 분류된다. 

  p[(oblique NPs) c[NP(NP)ɴ[Predicate]ɴ]c]p
     PERIPHERY    CORE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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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차원에서 동사연쇄구성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중심부 층위 동
사연쇄구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어의 ‘삶아먹
다’는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에 속할 것이고 중국어의 拿书来 ‘take book 
come’는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에 속할 것이다. 역할지시문법 이론을 기
반으로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논의로는 Crowley(2002), Solnit(2006) 등
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특정 문법 이론에 입각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에서 포착된 동사연
쇄구성의 통사적 특징(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동사들의 타동성, 동사들
의 논항 공유 현상, 동사의 문법화), 의미적 특징(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의
미적 분류),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범언어적 경향성7)을 살펴본 연
구도 있다. Aikhenvald(2018)가 대표적이다.

1.3.2.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연구사

  세계 언어학계에서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의 경우는 어
떠한지,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관찰이 시도되었다.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에 대한 연구는 Lee(1992)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Chung(1993), 
Kang(1993), 남미혜(1996), 송홍규(2006), Chan&Kim(2008), 함희진
(2010), 이선웅(2011), Yoon(2013), Lee(2014), 그리고 김효진(2017) 등에
서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 가운데 남미혜(1996)과 함희진(2010) 그리고 
김효진(2017)을 제외하면, 거의 다 변형생성문법의 다양한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시각들이다. 각각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
자. 
  Lee(1992)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SVC1과 SVC2,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SVC1은 보조동사구성인데 이때 V₂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SVC2는 다시 ①자동사+자동사(걸어가다), ②타동사+자동사(찾아 나서

7) 범언어적 경향성은 동사연쇄구성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의 종류, 범언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이 더 자주 출현하는지, 특정한 종류의 동사연쇄구성과 언
어 유형(분절어(Analytic language), 포합어(Synthetic Language), 고립어(Isolating 
language))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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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타동사+타동사(구워 먹다), ④자동사+타동사(헤엄쳐 건너다), ⑤
타동사+수여동사(사주다)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hung(1993)에서 동사연쇄구성은 단일 사건(single event)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간 접속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다. 반면 ‘-고’ 등으로 연결된 
대등접속구성은 두 개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동사 간 접속을 나타내는 표지
가 별도로 있어 양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사연쇄구성은 보조적 
연결어미 ‘-고-’나 ‘-게’로 연결된 두 동사가 형성된 구성과도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하는 동사 중 한 동사는 다른 동사
의 보어(complement)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포로 인해 생기는 ‘V₁-V₂’ 구
성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립 가능한 동사연쇄구성과 성립 불가능한 
동사연쇄구성을 APT(Absolute Prominence Theory)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더해 피동과 사동 접사에 의해 파생된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다.
  Kang(1993)에서는 목적어 공유 현상은 동사연쇄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 하면서 목적어 공유 조건으로 동사연쇄구성과 보조동사 구성, 동
사연쇄구성과 ‘파묻다’와 같은 합성동사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남미혜(1996)에서는 구조적 접근법인 직접성분분석(또는 IC 분석)을 도
입하여 동사연쇄구성을 성분 구조에 따라 동심구조, 내심구조, 외심구조, 
내포구조로 분류하였다. 어미 ‘-어’와 ‘-고’에 의해 연결된 접속구성 중 
단일주어 현상이 일어난 것과 대부분의 합성동사 그리고 보조동사구성 중 
보조동사가 논항을 취하여 독립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동사연쇄구
성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 동사연쇄구성과 관련해서는 통사적 층면(성
분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동심구조는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두 동사가 동일한 성분 구조일 때, 
선행동사에 속한 각 성분들이 후행동사에 속한 성분과 모두 동일시되는 구
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성을 다시 비대격 동사의 동사연쇄구성과 
비능격 동사의 동사연쇄구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녹아
내리다’, ‘늙어 죽다’, ‘삭아 없어지다’, ‘얼어 죽다’, ‘(~에) 숨어 있다’ 등을 
제시하였고, 후자에 속하는 예로 ‘뛰어 도망가다’, ‘다투어 달아나다’ 등의 
‘-어’류 동사연쇄구성과 ‘웃고 울다, 피고 지다, 아끼고 사랑하다, 열고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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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듣고 보다’ 등의 ‘-고’류 동사연쇄구성을 제시하였다. 
  내심구조는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두 동사의 성분 구조가 같지 않을 
때, 공유되지 않은 성분이 선행동사의 지배를 받는 구조이다. 내심구조에 
해당하는 ‘-어’류 동사연쇄구성으로 ‘향하여 떠났다’, ‘맞아 죽다’, ‘안겨 자
다’를, ‘-고’류 동사연쇄구성으로 ‘모르고 자라다’, ‘타고 다니다’, ‘남기고 
죽다’ 등을 들었다. 
  외심구조는 내심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두 동사의 성
분 구조가 같지 않을 때, 두 동사에 의해 공유되지 않은 성분이 후행동사
의 지배를 받는 구조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굴러 지나가다’, ‘놀라 달아
나다’, ‘애써 배우다’ 등을 제시하였고, 외심 구조를 가진 ‘-고’류 동사연쇄
구성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내포구조는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두 동사가 모두 타동사일 때, 두 동
사의 목적어가 동일시되지 못하고, 선행동사의 목적어와 선행동사를 포함
하는 동사구(VP)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보문소구(CP)가 후행동사의 
대상역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조이다. 이 내포구조는 주로 보조동사구성의 
연속동사에서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읽어 주다’, ‘비워 놓다’, ‘뽑
아 두다’, ‘던져 버리다’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보조동사구문으로만 볼 
수 있는 ‘기다려 주다’, ‘배워 놓다’, ‘자 두다’, ‘믿어 버리다’ 등과 다르다
고 하였다.
  송홍규(2006)에서는 연속동사구문과 단형부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령 ‘안 때려죽이다’의 경우, 동사연쇄구성 전체가 모두 부정소의 작용역 안
에 있는 해석만 가진다. 그러나 ‘안 구워 먹다’ 구성 전체가 부정소의 작용
역에 있을 수도 있고, V₁만 부정될 수도 있어 중의적이다. 이 논의에서는 
단형부정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연속동사구문을 어휘적 복합어로만 분
석되는 유형과 구조적 중의성을 갖는 유형,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Chan & Kim(2008)은 생성문법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다루었
는데, 다만 변형적 접근법을 반대하는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에 입각하여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해당 논의에서는 동사연쇄구성
을 의미적 특징에 따라 ① Simultaneous 동사연쇄구성 (S동사연쇄구성)과 ② 
Consequential 동사연쇄구성 (C동사연쇄구성),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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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예로 ‘걸어가다’와 ‘구워 먹다’를 들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동사연쇄구성 
중 V₁은 핵-부가어 구조(head-adjunct structure)를 상속받고 수식어 자질
(modifier feature)을 가지는 부사어이고, V₂는 형태-통사적(morpho-syntactic), 
상적(aspectual) 핵이라고 주장하였다.
  함희진(2010)에서는 부정의 영역 등에 있어서 전형적인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와 모두 차이를 보이며,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깎아 먹다’, ‘벌어 
갚다’ 등을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의 중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이
러한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보조동사구성
은 내포 구성을 이룬 뒤 재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먼저 결합하고 연쇄동사 구성을 이룬 뒤 선행명사구를 지배한다고 보고 보
조동사구성을 역시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이선웅(2011)은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은 핵문(kernel sentence)8)의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 재구조화를 거친 S-구조(surface structure)의 동
사연쇄구성이라고 하고 범언어적으로 탐구되는 핵문(kernel sentence)에서
의 동사연쇄구성과 다르다고 주장한다.9) 
  Yoon(2013)에서는 ‘-어’(집어먹다), ‘-고(두고 가다)’, ‘-어다(들여다보
다)’에 의해 연결된 일부 ‘V₁-V₂’구성을 모두 동사연쇄구성이라 하고, 그중 
주로 ‘-어다(들여다보다)’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어다’는 ‘한 사
건에서 다른 사건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형태소인데 ‘-어다’가 시공간적 
간격을 함의하지만, ‘물을 뜨고 마시다’와 구별되는 ‘물을 떠다 마시다’에서 
보듯이 뜨는 사건과 마시는 사건은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이들을 나타내는 ‘떠다 마시다’를 동사연쇄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어다’류 동사연쇄구성을 ① -eta 동사연쇄구성_S 
(Sequential), ② -eta 동사연쇄구성_B (Benefactive), ③  -eta 동사연쇄구성
_D (Direction)와 같이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각각에 해당하는 예로 ‘떠다 마
시다’, ‘업어다 주다’, ‘내려다보다’를 들었다.
8) 핵문은 능동태를 가진 긍정적 평서형 단문이다. 핵문은 보통 동사가 하나만 온다.
9) 이선웅(2011:173-174)에서는 한국어에서 ‘아/어’의 선행절은 모두 부사절로서 근문

(root sentence)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어’가 이끄는 부사절을 내포하는 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핵문(kernel sentence)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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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2014)에서는 Chan & Kim(2008)과 마찬가지로 HPSG에 입각하여 한
국어에서 피동사가 참여한 어휘적 피동 동사연쇄구성(lexical passive SVC)
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동사연쇄구성으로 새로운 Index-sharing 동사
연쇄구성 유형을 제시하였다. 통사적 논항이 아니라 의미 논항(semantic 
argument)을 공유하는 Index-sharing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구어에서 성립 
가능한 ‘잡혀먹다’를 들었다.
  김효진(2017)에서는 ‘V₁-어+가다/오다’와 ‘V₁-어+주다’ 구성을 연구대상
으로 삼아, 이들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과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서는 [V₁+어+V₂{가다/오다, 주다}] 구성의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과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모두 (1)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2)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그리고 
(3)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 동사연쇄
구성의 존재를 밝히고, 그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파악한 후, 그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동사연쇄구성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또한 적지 않은 한계점도 있다. 대체로 네 가지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사연쇄구성의 정의를 제시할 때 세계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정
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어떤 구성이 동사연쇄구
성인지 판단할 때, 세계 언어학계에서 제시한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 
기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①의 ‘두고 가다’와 
‘존경하고 사랑하다’, 그리고 ⑤의 ‘(물을) 떠다 마시다’와 같은 구성도 동
사연쇄구성으로 보게 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이들 구성을 동사
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남미혜(1996)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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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를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떤 구
성은 합성동사이자 동사연쇄구성이고, 어떤 구성은 통사적 구성이자 동사
연쇄구성이다. 어떤 새로운 용어를 한국어 연구에 도입하는 이유는 한국어
의 문법 기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인데, 합성동사구성과 통사적 구
성으로부터 동사연쇄구성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해당 용어를 도입할 필
요성이 떨어진다. 

  셋째,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동사연쇄구성의 범주와 관련된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에서 두 본동사로 형성된 V₁-연결어미+V₂ 구성만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느냐, 거기에 더하여 보조동사가 참여한 V₁-어+V₂ 구
성도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Lee(1992)와 함희진(2010)
에서는 보조동사구성을 동사연쇄구성에 포함시켰으나 남미혜(1996)은 대체로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인데, 보조동사 구성 중 보조동사가 논항을 취할 수 있
다고 보는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두 번째로, 본동사 두 개가 참여한 V₁-연결어미+V₂ 구성 가운데 연결어
미 ‘-어/-고/-어다’ 등이 개입하는 구성 중(즉 V₁-어/-고/-어다…+V₂ 등 
구성 중) 어떤 것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볼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
서 흔히 동사연쇄구성으로 거론된 구성을 제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해
당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는 입장은 그 구성의 뒤에 바로 제시한다. 

① ‘-고’에 의해 연결된 V₁-고+V₂ 구성
   ‘두고 가다’ (Yoon 2013), 
   ‘존경하고 사랑하다’ (남미혜 1996)
 
② ‘-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서’ 개입이 가능하며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V₁

-어+V₂ 구성
   ‘구워 먹다’ (Lee 1992), 
   ‘깎아 먹다, 벌어 갚다’ (함희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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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서’ 개입이 가능하며 이미 어휘화된 V₁-어+V₂ 
구성

   ‘날아가다’ (남미혜 1996),
   ‘걸어가다’ (Lee 1992) 

- 그런데 ‘파묻다’의 경우, Kang(1993)과 남미혜(1996)에서는 합성동사로 보고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④ ‘-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서’ 개입이 불가능한 V₁-어+V₂ 구성
   ‘올라가다, 내려가다’ (김효진 2017)
   
⑤ ‘-어다’에 의해 연결된 V₁-어다+V₂ 구성
   ‘(안으로) 들여다보다, (물을) 떠다 마시다’ (Yoon 2013)

  선행연구에서 ② 또는 ②와 ③의 경우를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는 관점이 공
통적이고, ①과 ④ 그리고 ⑤의 경우가 동사연쇄구성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
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동사연쇄구성을 그 의미적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현상, 시제·상 공유 현상, 동사연쇄구성과 부정소의 영역 등)을 
살펴보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동사연쇄구성을 그 의미적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2장의 2.2에서 세계 언어학계에서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를 비판하고, 한국어라는 개별언어의 특성에 적합
한 정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2.3에서 한국어 문법 
체계에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이 범주와 인접 범주 간의 경계
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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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논의가 적었다는 점을 보완하
는 차원에서, 3장에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되, 논항 공유 현상뿐 
아니라, 역할지시문법에 입각하여 한국어를 SVO 어순의 고립어인 중국어와 
SVO 어순의 교착어인 파마어(Paamese language)와의 대조를 시도한다. 그
를 통해 SOV 어순의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연쇄구성이 연접의 
층위(juncture layer)와 연접 관계(nexus)에서 보이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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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V₁-어+V₂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의 주된 형태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후술한다.
  V₁-어+V₂ 구성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연세한국어대사전』에서 연결어
미 ‘-어’로 연결된 V₁-어+V₂ 구성 총 1,346개를 추출하였다. 그 가운데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뒤, 약 900개의 구성을 연구대
상으로 삼았다. 900여 개의 구성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사연
쇄구성의 종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
서 제시할 V₁-어+V₂ 구성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구성도 있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구성의 용례는 주로 웹에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개별 구성을 검토할 때『표준국어대사전』,『고려한국어대사전』
그리고『우리말샘』사전을 함께 참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은 주로 세종말뭉치, Uniconc, 네이버와 구글 웹
(카페, SNS 그리고 온라인 소설 등)에서 발췌하였다. 세종말뭉치에서 추
출한 예문의 경우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온라인 소설이나 웹에서 발
췌한 예문 뒤에는 출처를 밝힐 것이다.
  또한 본고는 3장에서 동사연쇄구성을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특징에 따라 분류
할 것인데, 구체적인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Aikhenvald & Dixon(2006)과 
Aikhenvald(2018)에서 제시한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의미적 분류를 참고한다. 
4장에서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때에는 Foley & Van 
Valin(1984)에서 제시된 역할지시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에 입각
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밝힌다.
  그리고 본고에서 동사를 그 의미에 따라 ‘이동 동사’, ‘존재 동사’, ‘섭취 동사’
라고 부르는데, 동사를 그 의미에 따라 하나의 분류로 묶는 시도는 Levin(1993)
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이들 용어 역시 Levin(1993)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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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세계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교착어인 
한국어에 적합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이 제시한 동사연쇄
구성의 정의에 근거하여 V₁-어+V₂ 구성 가운데 동사연쇄구성인 것과 아
닌 것을 판별하고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확립하여 동사연쇄구성에 접근하
는 방식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우선 동사연쇄구성
을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이동-이동(motion-motion) 
동사연쇄구성, 방식(manner) 동사연쇄구성, 원인-결과(cause-effect) 동
사연쇄구성, 결과 동사연쇄구성 등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으로 동사연쇄구
성의 의미의 합성성을 설펴본다. 마지막으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확장 양
상을 살핀다.
  4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다. 우선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현상을 살펴본다. 동사연쇄구성을 논항 공유 현상에 따라 주어 
논항 공유 동사연쇄구성, 주어-목적어 논항 공유 동사연쇄구성 등으로 분
류한다. 이어서 역할지시문법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연접의 
층위(juncture layer)와 연접 관계(nexus)에서 보이는 특징을 밝힌다. 마지
막으로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연쇄구
성을 사건 연속체(event continuum)와 구조적 연속체(structural continuum)
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본고의 한계점 및 보완점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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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동사연쇄구
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사연쇄구성을 가지는 언어와 가지지 않는 언어의 차이에 대해
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2.1. 연쇄 언어와 비(非)연쇄 언어
  해당 언어에 동사연쇄구성이 있느냐에 따라, 세계의 언어들을 동사연쇄구
성을 가지는 언어와 가지지 않는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연쇄 언어
(serializing languages)라고 하고 후자는 비(非)연쇄 언어(non serializing 
languages)라고 한다. 연쇄 언어의 예로 고립어인 요루바어와 트위어 등을 
비롯한 많은 서아프리카 언어, 라오어와 중국어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언어
를 들 수 있다. 비연쇄 언어의 예로는 영어와 독일어 등을 비롯한 많은 인
도-유럽 언어를 들 수 있다. 
  연쇄 언어의 경우, 언어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동사연쇄구성을 가
지고 있는지 그 내부가 다를 수 있지만, 동사연쇄구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
은 동일하다. 하나의 절에서 주사건과 부사건이 두 개의 정형 동사로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연쇄 언어의 경우 동사연쇄구성을 가지지 않는 것
은 주사건이나 부사건 중의 하나가 정형 동사가 아니라 첨사(particle)나 
접사(affix) 혹은 동명사구 등 다양한 다른 문법 수단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쇄 언어와 비연쇄 언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연쇄 언어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언어에서 어떤 유형의 동사
연쇄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미어(雅美語, Yami 
language)와 누수어(怒蘇語, Nusu language)의 예를 통해 좀 더 살펴보자.
  여러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에도 범언어적으로 좀 더 흔하게 포착된 유형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흔한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을 가지지 않는 언어도 있을 
것이다. 야미어(雅美語, Yami language)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오스트로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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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족(또는 남도(南島)어족)에 속한 대만 원주민 언어 야미어에는 범언어
적으로 흔히 포착되는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연쇄 언어에서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으로 나타내는 사건은 야미어에서 
계사(繫詞) ‘a’로 연결된 두 절로 표상된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Yami language
(1) ya ni-ma-zakat o ino a ya ni-ma-kas.
    3SG.NOM PST-STAT-die SUBJ dog COP 3SG.NOM PST-STAT-descend
    강아지가 떨어져 죽었다.                        (He & Dong 2018:190)
 
Yami language 
(2) ya ni-ma-kava o pangengneban a na ni-patoktok-an.

3SG.NOM PST-STAT-be.broken SUBJ door COP 3SG.GEN PST-kick-CF
그는 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렸다.               (He & Dong 2018:189)

(1, 2)에서 보듯이 원인-결과는 야미어에서 두 개의 절로 표상되는데, 선
행절은 결과(effect)를 나타내고 후행절은 원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정한 계통에 속하는 연쇄 언어는 다른 계통에 드물게 존재하는
일부 동사연쇄구성을 생산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야미어의 부사는 ‘오늘’, 
‘내일’ 등 시간을 나타내는 극히 제한적인 부류만 존재하고 방식 부사(manner 
adverb)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언어에서 방식 부사로 나타내는 의미
는 야미어에서 상태 동사(stative verb)로 나타낸다. 따라서 야미어는 다른 계
통의 언어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동사연쇄구성을 매우 생산적으로 
가지고 있다. 
 
Yami language
(3) ya ma-waid a k<om>an.
    3SG.NOM STAT-be.slow COP eat<AF>   
    그 사람은 천천히 먹어.                         (He & Dong 2018:191)

Yami language
(4) ko ma-sanib a m-angay do gako.
    1SG.NOM STAT-be.often COP AF-go DAT school
    나는 자주 학교에 간다.                         (He & Dong 201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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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에는 방식과 빈도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가 참여하여 형성하는 V₁+V₂ 
구성이 쓰였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을 가리켜 Crowley(2002)에서는  
ambient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고, Aikhenvald(2018)에서는 사건 논항
(event argument)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동사연쇄구성은 오
스트로네시아 어족 언어에서 매우 생산적이며, 이러한 점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언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야미어의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개별 언어의 통사적 특징(부사라는 품사가 극히 제한적임)과 관련된 동사연
쇄구성이다.
  또한 어떤 언어에는 그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특정 문화로 인해 특수
한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특정 계통 언어의 통사적 특
징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과 달리, 중국 소수 민족 언
어인 누수어(怒蘇語, Nusu language)에는 언어 사용자들의 특정 문화로 인
해 만들어진 동사연쇄구성이 있다.
  누수어는 한장어족(漢藏語族, Sino-Tibetan languages) - 장면어파(藏緬
語派, Tibeto-Burman language) - 이어지(彝語支, Loloish language)에 속
하는 언어다. 누수어에는 범언어적으로 흔히 포착된 muɔɹ⁴² ɕi³⁵ ‘굶어죽다’
와 같은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외에도, 범언어적으로 매우 드문 muɔɹ⁴² 
sɑɹ⁴² ‘굶어 죽이다’도 가능하다. Luo(2019)에서 muɔɹ⁴² ‘굶다’ 뒤에 ɕi³⁵ ‘죽
다’가 쓰일 때에는 정상적인 사망을 나타내고 sɑɹ⁴² ‘죽이다’가 쓰일 때 비정
상적인 사망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정상적 사망, 즉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굶다가 죽었음을 나타낼 때는 muɔɹ⁴² ɕi³⁵ ‘굶어죽다’를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사망, 가령 먹을 음식을 빼앗겨서 굶어 죽었음을 나타
낼 때는 muɔɹ⁴² sɑɹ⁴² ‘굶어 죽이다’를 사용한다. 또, 토끼가 벼랑 위에서 떨
어져 죽었다는 것은 토끼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ɡɹɑ³¹ ɕi³⁵ 
‘떨어져 죽다’가 아니라 ɡɹɑ³¹sɑɹ⁴² ‘떨어져 죽이다’로 표현한다. 
  그 다음으로 비연쇄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비연쇄 언어는 접사
(affix)나 첨사(particle) 혹은 접속사(conjunction)가 발달하여 동사연쇄구성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흔히 거론되는 영어, 독일어 등, 인
도-유럽 어족의 언어가 그러하고 한장어족(漢藏 語族)에 속한 중국 소수 민족 
언어 갸롱어(嘉绒語, rGyalrong language)도 그러하다. 갸롱어는 한장어족(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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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堡話 四土話 草登話
①上 tɤ- to- tɐ-
②下 pɯ- nɐ- nɐ-
③上游 lɤ- ro- lɐ-
④下游 tʰɯ- rə- tʰɐ-
⑤東 kɤ- ko- kə-
⑥西 nɯ nə- nə-

藏語族, Sino-Tibetan languages) - 장면어파(藏緬語派, Tibeto-Burman 
language) - 창어군(羌語群, Burmo-Qiangic language)에 속하는 언어다. 
  연쇄 언어인 한국어에서 동사연쇄구성 ‘들어가다’와 ‘나가다’가 나타내는 의
미를 갸룽어와 영어 그리고 독일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
쇄 언어와 비연쇄 언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우선 갸룽어를 보자. 갸룽어는 접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다. 접사는 상과 증
거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기도 하고 방향 접사의 경우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갸룽어의 세 방언에 쓰이는 방향 접두사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Xiang 2008:244)            
                
  갸롱어의 세 방언 중 자푹갸룽어(茶堡話)의 방향 접두사 가운데 lɤ- 
‘상류’는 ‘폐쇄적 공간에 들어감’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하고 tʰɯ- 
‘하류’는 ‘폐쇄된 공간에서 나옴’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lɤ-’와 ‘tʰɯ-’가 확장되어 쓰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Gyalrong language
(5) ɕɤχcɤl ʑo a-lɤ-tɯ-ɕe.
    midnight PTCL IRREALIS-IMP.upstream-2SG-go
    너는 밤에 들어가라!                            (Xiang 2008:255)

RGyalrong language  
(6) a-wɯ! tʰɯ-ɣi tɕe, nɤʁáʁ-tɕi nɤ ma ɲɯ-sɤscit nɤ.

1SG-grandfather IMP.downstream-come CONJ play-1DU PTCL CONJ EVID-happy PTCL
할아버지, (동굴 속에서) 나오세요!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아요. (Xiang 200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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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5, 6)에서 보듯이, ‘들어가다’와 ‘나오다’에서 동사 ‘(어떤 공간 안
으로) 들다’와 ‘(어떤 공간 안에서 밖으로) 나다’의 의미는 자푹갸룽어에서  
각각 상류(上遊) 표지 ‘lɤ-’와 하류(下游) 표지 ‘tʰɯ-’로 나타낸다. 영어의 
경우, ‘들다’와 ‘나다’의 의미는 ‘in(to)’와 ‘out(of)’와 같은 첨사로 나타내
고, 독일어의 경우 ‘eingehen’는 ‘들어가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ausgehen’
는 ‘나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들다’와 ‘나다’의 의미는 각각 동사의 분
리 전철 ‘ein’와 ‘aus’로 나타낸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개별 언어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해당 언어에 동사
연쇄구성의 형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개별 언어에서 동사연쇄구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야미어의 경우, 두 동사가 결합하려면 그 사이에 계사(繫
詞) ‘a’가 개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야미어의 동사연쇄구성은 
V₁-a+V₂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중국어에서 동사연쇄구성이 V₁+V₂의 형
태를 보이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볼 때에도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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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및 그에 대한 검토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정의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세계 언어학계에서 
주로 제시하는 동사연쇄구성의 예와 그 정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 언어학계에서 주로 제시하는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Cantonese
(7) ngo⁵ bong¹ lei⁵ daa² din⁶-waa².

1SG help 2SG make phone-call
I’ll make a phone call for you.                 (Matthews 2006:74)

Chinese
(8) wǒ yào shàng jiē.

1SG want ascend street
我要上街.
I want to go out.                              (Li & Thompson 1981:598)

Mwotlap
(9) kē nē-mnay veteg nēk.

3SG STAT-clever leave 2SG
He’s cleverer than you.(Lit. he’s clever he leaves you behind)

                                                   (François 2006:234)
Vietnamese  
(10) anh xem tôi nhăy.

2SG look 1SG jump
Look at how I jump; look at me jumping      (Bisang 1992:320)

                               (Aikhenvald & Dixon 2006:25)에서 재인용
Tetun Dili
(11) ngo⁵ zing² keoi⁵ dit³.

1SG make 3SG fall
I made him fall                               (Aikhenvald 2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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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mese
(12) Kihullin̄ ato kail hemal.

(Ki-hulii-nV atoo kaile he-malu)
2SG-DIS.count-OBJ chicken PL 3SG-DIS.be.correct
You count the chickens correctly; lit. you count chickens, it be correct.        
                                              (Aikhenvald 2018:50)

Chinese
(13) wǒ mǎi piào jìn zhàn.

1SG buy ticket enter station
我买票进站.
I buy ticket (and) enter station.              (Li & Thompson 1981:594) 

Dumo10)
(14) ade yi laeh Waghlurmo.

Grandfather 3SU.(move)up 3SG.M.SU.go.to PLN
Grandfather will go up to Waghlurmo.         (Ingram 2006:209)

Goemai
(15) sai su ru n-goede gado.

then run(SG) enter LOC-bottom bed
Then (he) ran (and) entered under the bed.   (Hellwig 2006:91)

(7)은 V₁ 동사 bong¹ ‘help’가 문장에 수혜자 논항을 첨가해 주기 때문에 
수혜자(benefactive)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다. (8)은 동사 要가 
‘intend’나 ‘want’와 같은 이차적 개념(secondary concept)11)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차적 개념 연쇄(secondary concept serialization)라고 하였다. 

10) Ingram(2006:202)에 따르면 Dumo어는 명사가 개방적인 품사 부류이고, 많은 명사
가 복합 명사이다. 명사는 굴절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형용사 부류는 현재
까지 60여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대다수는 부사로도 사용
된다. 동사 부류는 규모가 더 크지만, 100여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인 품
사부류이다. 

11) Aikhenvald & Dixon(2006:23)에서는 secondary concept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These concepts provide semantic roles associated with the verb to 
which they ar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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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는 V₂ 동사 veteg ‘leave’가 비교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
(comparative)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으며, (10)은 V₁ 동사 看 ‘to 
look’은 보문절을 논항으로 취하기 때문에 보문절 연쇄(complement 
clause serialization)라고 하였고, (11)은 동사 zing²이 사동의 의미를 나
타내기 때문에 사동(causative)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으며, (12)는 
‘be.correct’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malu’가 수를 세는 사건 전체를 수식하
므로 사건 논항(event-argument)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다. (13)은 동
사 买 ‘buy’와 进 ‘enter’가 나타내는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
에 계기(consecutive) 동사연쇄구성, (14)는 동사 yi ‘(move) up’이 이동
의 경로(path of motion)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로(path) 동사연쇄구성, 
(15)는 su가 나타내는 달리는 동작은 ru가 나타내는 들어가는 동작의 방
식이기 때문에 방식(manner)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였다.
  (7)~(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언어에서 보고되는 동사연쇄구성
은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구조적 다양성(structural diversity)
은 범언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언어 내부에서도 나타난
다. 예컨대, (8)과 (13)은 모두 중국어의 예인데, (8)은 ‘보조동사+본동
사’의 구조를 가지지만, (13)은 ‘본동사+본동사’의 구조를 가진다. 동사연
쇄구성은 이처럼 개별 언어의 통사적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사연쇄구
성이란 무엇이라는 정의, 즉 ‘x란 y다’ 식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
우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대신하여 동사연쇄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통사적·의미
적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그 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별 언어에서 보이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는 세계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동사연쇄구성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동사
연쇄구성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세계 언어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진 정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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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해 정의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그간 널리 받아들여져 온 동사연쇄구성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정의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 후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에 적합한 정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사연쇄구성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정형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형 
동사는 절에서 독자적으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독자적으로 쓰일 
때의 의미가 동사연쇄구성에 쓰일 때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핵심 논항을 공유
한다. 

(다).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동사들 사이에 (접속이나 내포와 같은) 통사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다. 

(라). 동사연쇄구성은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다. 
      T(tense)·A(aspect)·M(modality)·E(evidentiality),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 등 문법 범주는 동사연쇄구성 전체를 작용역으로 한다. 질문할 때 구성 
전체가 질문 대상이 되고 그중의 한 구성 요소만이 질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다. 부정될 때도 동사연쇄구성 구성 전체가 부정된다. 

(마). 동사연쇄구성 전체에 타동성(transitivity)이 있다.
(바). 동사연쇄구성은 하나의 사건(single event/one event)을 나타낸다. 
                                                   (Aikhenvald 2018:3-4)

  여섯 가지의 정의 중 (가)~(마)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통사적 정의에 
속하는 데에 비해, (바)는 의미적 정의에 속한다. 그런데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에는 개별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의
미적 정의에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용어가 모호성을 지닌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2.2.2와 2.2.3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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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통사적 정의에 대한 검토

  앞의 제시된 통사적 정의의 문제점은 주로 정의 (다)와 관련된다. 정의 (다)
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의 (다)는 언어 유형(교착어인지 고립어인지 등)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접속이나 내포로 인해 생긴 V₁+V₂로부터 구별해 내는 데
에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착어인 한국어에는 접속과 내포를 표시하는 언어 내적 증거가 매우 풍부
하기 때문에 정의 (다)를 적용하면 접속과 내포로 인해 생긴 V₁+V₂로부터 
동사연쇄구성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요루바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
와 같은 고립어에 정의 (다)를 적용하면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언
어들에는 접속이나 내포를 나타내는 통사적 표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어에는 대등접속의 표지로 연결어미 ‘-고, -며, -지만’ 등이 있
고 종속접속의 표지로 ‘-(으)니까, -어서’ 등이 있다. 내포의 표지로는, 부사절
의 경우 부사형 전성어미 ‘-게, -도록’ 등이 있고 명사절의 경우 명사형 전성
어미 ‘-음’과 ‘-기’, 그리고 의존 명사 ‘것’이 있으며 관형사절의 경우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은/는, -ㄹ/을’, 인용절의 경우 인용격 조사 ‘-고/-라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표지가 V₁-X-V₂ 구성의 X 자리에 개입되면 해당 구성이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구성이 접속이나 내포로 인해 생긴 V₁+V₂ 구성인지, 동사연쇄구
성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 내적 증거가 부족한 언어(예컨대 베트남
어, 중국어)에서는 주어진 V₁+V₂ 구성이 동사연쇄구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기준 (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들 언어 전반에 접속이나 내포를 나
타내는 언어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준 (다)를 작용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 언어들에서 포착
된 V₁+V₂ 구조를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제시된 
(10)의 베트남어의 경우, 동사 xem ‘look’은 동사 nhăy ‘jump’가 쓰인 절 전체
를 논항으로 취하기 때문에 xem ‘look’와 nhăy ‘jump’는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 
V₁+V₂ 구성이 아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어에는 내포를 표시하는 통사적 수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look’과 ‘jump’가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 V₁+V₂ 구성으로 



- 37 -

보아 동사연쇄구성으로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언어 유형에 따른 정의 (다)의 효용성과 관련된다. 교
착어인 한국어의 경우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아, 
-게, -지, -고’ 등이 있다. 이때 V₂ 자리에 오는 보조동사는 일반적으로 V₁이 
쓰이는 절 전체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보조적 연
결어미가 개입한 V₁+V₂ 구성도 하나의 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고립어의 경우,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연결하는 통사적 장치가 별도
로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으로 인해 생긴 V₁+V₂ 구성을 동사연쇄구성
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8)에서 제시된 중국어 예의 要上
(街) ‘want-ascend’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Aikhenvald(2018:60)에
서는 양태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12)나 바람(want, intend, promi
se)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본동사와의 결합을 모두 이차적 개념 
연쇄(secondary concept serialization), 즉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의 (다)의 모호성과 관련된다. 동사들 사이에 통사
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지는 없다고 하였으나 통사적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는 공형태소(empty morpheme)13)의 존재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
지 않았다. 
  동사연쇄구성은 형태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 트위(Twi)어, 에웨(Ewe)
어 그리고 요루바(Yoruba)어 등 서아프리카의 고립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
고, 이들 언어에서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동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링커
(linker)가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서아프리카 여러 언어와 중국어와 같은 고
립어는 링커(linker) 자체가 언어 전반에 별로 없어 동사 두 개를 결합시
켜도 링커(linker)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이는 이러한 고립어들 자체의 특
성이다. 

12)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가능성(probability)이나 의무(obligation)를 나타
내는 예로 중국어의 ‘能, 會, 得’등을 들 수 있다.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finish, continue, begin’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의 
동사 ‘完’는 ‘finish’의 의미를 나타낸다.

13) 또는 dummy marker라고도 한다. 



- 38 -

  그런데 한국어의 사정은 다르다. 두 동사를 아무런 링커 없이 결합시키
는 것은 중세 한국어의 통사부에서는 불가능하였고, 어휘부에서는 가능하
였다. 예컨대 ‘빌먹다(乞食), 딕먹다(啄食), 뛰놀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떤 링커(linker) 없이 두 동사를 연결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며, ‘빌어먹다, 찍어먹다, 걸어가다’ 등처럼 적어도 ‘-어’와 
같은 링커(linker)가 필요하다.  
  세계 언어학계에서 동사연쇄구성 구성 요소 사이에 링커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Haspelmath(2016)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동사연쇄
구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 일부 언어 현상이 동사연쇄
구성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사연쇄구성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동사연쇄구성에 대해 범언어적으로 일관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성
립이 가능한 협의적인 정의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때 제시된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두 동사 사이에 외현된 연결소(linking element)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14) 
  Haspelmath(2016)의 이러한 입장은 범언어적으로 성립 가능한 정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고립어, 교착어 등의 언어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한
국어와 같은 교착어에는 동사연쇄구성이 없는 것이며, 이는 언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야미어(Yami language)의 동사연쇄구성
의 예를 들어 좀 더 알아보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 말레이폴리네시아어파에 
속한 야미어도 교착어다. 야미어에서도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두 동사
들 사이에 반드시 계사(繫詞) ‘a’가 개입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Haspelmath(2016)에서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Briefly, I define 
a serial verb construction as a monoclausal construction consisting of multiple 
independent verbs with no element linking them and with no predicate–argument 
relation between the verbs.” Haspelmath(201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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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i language
(16) ya om-alam si Maoyong a m-angay do vaay da.
     3SG.NOM AF-walk NOM Maoyong  COP AF-go LOC home 3SG.GEN 
     마오용(Maoyong)이 집에 걸어간다.             (He & Dong 2018:191) 

Yami language 
(17) namen t<om>anek a k<om>an.
     1PL.NOM.EXCL stand<AF> COP eat<AF>
     우리는 밥을 서(서) 먹는다.                    (He & Dong 2018:192)

예문 (16, 17)에서 보듯이 교착어인 야미어의 동사연쇄구성 또한 링커가 개입
한 V₁+a+V₂ 형태를 보인다. 
  Haspelmath(2016)의 입장과 달리, Aikhenvald(2006a:20), Foley(2010:80), 
Aikhenvald(2011:21) 그리고 Aikhenvald(2018:199)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구
성하는 동사 사이에 의존성(dependency)을 나타내지 않는 장식 표지
(dummy marker)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
은 아직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보편적 정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통사적 정의 기준에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다
른 통사적 정의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제시하면 (사), (아)
와 같다. 

(사). 한국어의 경우, 통사부에서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하여 쓰일 때 두 동사 사
이에 연결어미가 개입된다. 연결어미를 절 결합의 긴밀도에 따라 스펙트
럼에 배열할 수 있는데 스펙트럼에서 절 결합이 가장 높은 한두 개를 동
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사)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연결어미 중에는 
‘-고, -며, -면서, -면, - 으니, -으니까’ 등 두 절의 결합이 상당히 느
슨한 연결어미가 많다. 이러한 연결어미가 결합될 경우, 복합문이 형성된
다. 그러나 ‘-어’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두 개의 절에 결합할 수 있었던 반
면, 현대 한국어에는 두 개의 완벽히 독립된 절에 결합되기 힘들다.

(18) *어제는 날씨가 더워 학교에 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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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완전한 비문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자연 발
화에서 출현빈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자연스럽게 발화하
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9) 어제는 날씨가 더워서 학교에 결석했다.

보통 이유/원인을 나타낼 때 ‘-어서’를 쓸 수 있지만, ‘-어’의 경우 자연스
러운 일상 발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어’는 사건 결합의 긴밀도가 높
을 때만 쓰인다. ‘뛰어가다’와 ‘구워 먹다’ 등이 그 예다. 따라서 한국어에
서 ‘-어’ 어미가 결합된 두 개의 동사가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아). 동사연쇄구성은 통사부에서 절 결합에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사)의 경
우), 그렇지 않고 동사들이 직접 결합하여 형성한 것일 수도 있다. 현대 한
국어의 경우 두 동사가 연결되려면 그들 사이에 적어도 링커(linker) ‘-어’
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어’가 개입한 동사들의 결합도 동사연쇄구
성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올라가다’와 같은 구성
은 절 결합에서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사들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류의 구성도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절 결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동사 간의 결합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본고는 Aikhenvald(2018)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와 관련하여 
Aikhenvald(20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사연쇄구성의 소스(source)로서 절 융합 이외에도 하나의 동사를 사용하
여 다른 동사를 수식하는 대안이 있다. 아프리카 언어들이 공유하는 형태·통사
적 특징에 대한 연구인 Creissels(2008:113)에서 차드어(Chadic)와 다른 아프
리카 언어에서 동사연쇄구성이 절 결합에서 유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
적으로 밝혔고 동사연쇄구성은 동사들끼리의 결합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이들 동사 중 하나가 방향 또는 방식과 같은 의미를 부호화(code)하고 
의미적으로 다른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차드어를 포함한 일부 언어에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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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연속동사가 생기게 된 동기는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언어에서 소스(source)나 목표(goal) 또는 이동의 경로(path of 
motion) 등의 변수(parameters)는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한다. 전치사는 
오히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Aikhenvald 2018:202)

  본고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절 결합에서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성도 동
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올라가다, 찾아가다’ 등이 그 예다. 그
리고 그 정체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파묻다’의 경우,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본다면 (사)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고 동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아)에 따라 동사연쇄
구성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연필을) 밀어 깎다15)’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다. 
  ‘파묻다’와 같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의 기준 (아)의 설정은 주어
진 어떤 구성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어떤 구성을 동사연쇄
구성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이 기준은 어떤 
구성의 유래가 해당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
향을 배제할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2.3. 의미적 정의에 대한 검토
 
  앞에 제시된 정의 기준 중 (바)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의미적 정의이
다. 이 의미적 정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사연쇄구성이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사건’을 실제로 우리
가 지각하는 사건과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연쇄구성이 나타내는 ‘사
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사가 사건

15) 김창섭(1996)에서 가져온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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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사건’은 언어학 분야에서 말한 언어적 사
건(linguistic event)을 가리키지, 지각된 사건(perceived event)을 가리키
는 것은 아니다. 
  지각된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분야로 심리학이 대표적인 학문 분야
이다. 심리학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철수라는 사람이 일련의 동작(예를 
들어 요리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
고, 동영상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event)을 본인에게 유의미한 하나하
나의 작은 사건으로 분할(segment)하라는 식의 실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사건의 경계(event boundary)가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e.g., 
Radvansky & Zacks 2014). 이처럼 심리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건
은 실제로 지각된 사건이다.
  그러면 언어적 사건(linguistic event)과 지각된 사건(perceived event)
이 무슨 관계일까? 이에 대해 Carroll & Stutterheim(2010: 68)에서 “어떤 경험
(experience)에 관한 정보(information)를 언어로 표현할 때 사용된 언어 
표현은 실제로 지각된 사건(perceived event)을 표현하는 것과 거리가 매
우 멀다. 표상(representations)은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표상은) 보고가 가능한 사건(reportable event)을 
언어로 표현(construct)할 때 활성화(retrieve)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
다.16) 다시 말하자면, 이 논의에 따르면 언어적 사건은 표상에 기반을 두
고 있고, 실제로 지각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언어적 사건(linguistic event)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은 통사적 구조에 있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범언어적 차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사건을 다르게 분할하여 인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Givon(1990: 48)에서 동사연쇄구성은 사람이 현
실(사건)을 다르게 분할(segment)하여 인지하는 인지 방식상의 차이를 나
타낼 수는 없고, 분할된 사건(event segment)을 부호화하는 문법적-유형론

16) Carroll & Stutterheim(2010: 68)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when language 
is used to convey information on experience, it is far from being a mirror of what 
was actually perceived. Representations are based on information stored in memory 
and retrieved when constructing a reportable event in the languag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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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만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17) 본고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둘째, 동사연쇄구성이 ‘단일 사건(single event, unitary event)’ 또는 ‘하
나의 사건(one event)’을 나타낸다고 할 때 ‘단일 사건’이나 ‘하나의 사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동사연쇄구성이 나
타내는 단일 사건 또는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논의하기 전에, 우선 
‘사건’이라는 범주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lmy(2000b:215-21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단일 사건(single event)
은 통사적으로 하나의 절로 표상된 사건이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복
합 사건(complex event)이 있는데, 복합 사건은 주사건(main event)과 부
사건(subordinate event/co-event)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사적으로는 
주절과 종속절, 두 절로 표상된 사건이라고 한다. 즉,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
일 사건(single event)과 복합 사건(complex event)의 개념에 대응되는 문
법 범주의 개념으로 ‘단문’과 ‘복문’이 있는 것이다. 단문은 단일 사건
(single event)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통사 구문이고, 복문은 복합 사건
(complex event)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통사 구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나는 밥을 먹었다’는 단일 사건을 나타내는 단문이고 ‘나는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복문이다.
  그러나 의미와 형식의 관계는 항상 1대1의 대응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
고 그러한 대응 관계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복합 사건
(complex event)인데 하나의 절로 실현되는 경우가 그 예다. 가령 ‘나는 
학교까지 걸어갔다’에서의 ‘걸어가다’, ‘철수는 살인범을 때려죽였다’에서의 
‘때려죽이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 부류의 복합 사건은 사건 통합의 긴밀도
가 높아 개념적 융합(conceptual integration)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개
념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사건은 주
사건(가는 사건/죽이는 사건)과 보조사건(걷는 사건/때리는 사건)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부류의 복합 사건(complex event)을 가리켜 Talmy(2000b: 
216)는 매크로 사건(macro event)18)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사연쇄구성은 

17) Givon(1990: 48)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Serial verb constructions...do 
not represent a different cognitive way of segmenting reality.... Rather, they 
represent a different grammatical-typological way of coding event segments.” 

18) Talmy(2000b)에서 제시한 매크로 사건(macro event)의 범주는 영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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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크로 사건(macro event)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통사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건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는 정도성을 보이는데, 사
건 간의 관계가 긴밀하면 매크로 사건(macro event)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느슨하면 복합 사건(complex event)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어떤 사건 간의 관계가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중간 지점에 있
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인지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까먹
다’와 ‘쪄먹다’와 같은 경우 복합 사건(complex event)이냐 매크로 사건
(macro event)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구성이 ‘-
어’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통사적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결합되
어 있다. 까는 행위와 먹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까먹는 사건은 복
합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껍질째 먹느냐, 까서 먹느냐를 먹는 방식
(manner)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 까먹는 사건의 경우 사건 통합이 일
어난 매크로 사건(macro event)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로 볼 경우 ‘까먹
다’는 접속구성이고, 후자로 볼 경우 ‘까먹다’는 동사연쇄구성이다. ‘쪄먹다’
도 마찬가지다. 찌는 행위와 먹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쪄먹는 사건
을 복합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조리 방식으로 보면 찌는 것은 먹는 행위
의 방식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때의 ‘쪄먹다’도 동사연쇄구성이다. 이들 
예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념적 통합도가 느슨하고 통사적 통합도가 긴밀하
다는 것이다.
  단일 사건(single event)과 매크로 사건(macro event) 그리고 복합 사건

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건을 하나의 절로 표상할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매크로 사건(macro 
event) 범주의 차이, 즉 의미 범주의 차이로도 반영된다. 예컨대, 문을 차서 닫는 사
건을 영어에서는 ‘kick the door shut’와 같이 하나의 절로 표상할 수 있지만, 한국어
에서는 ‘발로 차서 문을 닫다’와 같은 두 개의 절로 표상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은 영어에서는 매크로 사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복합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로
써 Talmy(2000b)에서 제시한 영어를 기반으로 한 매크로 사건(macro event)의 범
주가 한국어의 매크로 사건(macro event)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개별언어들이 사건을 부호화하는 방식상의 차
이를 나타내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분할하여 인식하
는 방식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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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event)을 사건 통합의 긴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
에서 배열한다면 그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단일 사건(single event) > 매크로 사건(macro event) > 복합 사건(complex event)

  이 연속체를 사건 연속체(event continuum)라고 하기로 하자. 이 사건 
연속체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연쇄구성이 단일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때 
단일 사건의 범위를 사실상 매크로 사건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2.2.4.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정의

  2.2.2와 2.2.3에서 지적된 동사연쇄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사연쇄구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정형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형 
동사는 절에서 독자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독자적으로 쓰
일 때의 의미가 동사연쇄구성에 쓰일 때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
만,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핵심 논항을 공유
한다. 

(다).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동사들 사이에는 접속이나 내포와 같은 통사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언어 유형에 따라 (또는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동사들 사이
에 통사적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는 링커(linker)가 개입할 수 있다. 

     - 그리고 동사들 사이에는 접속이나 내포와 같은 통사적 의존성을 나타내
는 표지가 있을 수 없다는 기준은, 아무런 통시적 표지가 개입하지 않는 
V₁+V₂를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V₁
+V₂가 동사연쇄구성인지를 판별할 때 언어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동사연쇄구성은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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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사연쇄구성 전체에 타동성(transitivity)이 있다.
(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은 가장 전형적으로 V₁-어+V₂의 형태를 가진다. 

-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절 결합의 긴밀도에 따라 스펙트럼에 배열할 때, 
스펙트럼에서 절 결합이 가장 높은 것이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걸어가다’
가 이에 해당하는 예다. 

      - 이외에도 한국어에서 절 결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V₁이 V₂
의 방향/소스/경로/목적 등 변수를 나타내며 링커(linker) ‘-어’에 의해 연
결된 V₁-어+V₂ 구성 또한 동사연쇄구성이다.

(사). 동사연쇄구성은 가장 전형적으로 매크로 사건을 나타낸다. 
- ‘단일 사건 > 매크로 사건 > 복합 사건’이라는 사건 연속체에서 동사
연쇄구성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통사적 수단이다. 그
런데 어떤 구성의 경우(예컨대, 까먹다), 사건 통합의 긴밀도와 통사적 
결합 긴밀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두 기준 중 어느 것을 판
단의 기준으로 삼을지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이 나타내는 사건은 언어적 사건(linguistic events)
이고 이러한 사건은 실제로 지각된 사건(perceived events)과 거리가 멀다. 

  새로 제시된 정의 기준은 Aikhenvald(2018: 3-4)에서 제시된 정의에 새로 추
가·수정한 것이다. 본고는 통사적 기준 (다)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한국어에 적합한 
정의 통사적 기준 (바)를 새로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의미적 기준 (바)를 수정·보완 
하여 (사)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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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범주의 확립 및 인접 범주와의 경계
  2.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은 주로 V₁-어+V₂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V₁-어+V₂ 구성이라고 하여 모두 동사연쇄구성으
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V₁-어+V₂ 구성 중 어떤 것이 동사연
쇄구성인지 판단하여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
가, 동사연쇄구성 범주와 그 인접 범주인 합성동사 범주와 통사적 구성 범
주와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2.3.1.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범주의 확립

  ‘-어’로 연결된 V₁-어+V₂ 구성은 김창섭(1996:75)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① 보조동사구성 …V₁-어]+V₂, ② 절 내포로 인해 형성된 …V₁-어]+V₂, 
③ 접속구성 …V₁-어]#V₂ 그리고 ④ 합성동사구성 [[V₁-어]+V₂]] 네 종
류가 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나는 그 책을 읽어 보았다’에서
의 ‘읽어 보다’, ‘그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웃어 보였다’에서의 ‘웃어 
보이다’, ‘나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에서의 ‘구워 먹다’, 그리고 ‘나는 철수를 
공항으로 떠나보냈다’에서의 ‘떠나보내다’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구성 중 어떤 것이 동사연쇄구성인지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은 보조동사구성 …V₁-어]+V₂이다. 한국어의 보조동사구성에 대해 동사
연쇄구성으로 보는 입장(Lee 1992, 함희진 2010)과 그렇지 않은 입장(남미혜 
1996)이 모두 있고, 세계 언어학계에서 역시 그러하다. Haspelmath(2016: 
302)의 경우 수혜자 논항을 첨가하는 요루바(Yoruba)어의 bá ‘benefit’와 ‘진행’
의 의미를 나타내는 크웨어(Khwe)의 tɛ´ ‘to stay’가 참여한 구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Aikhenvald & 
Dixon(2006), Aikhenvald(2018)을 비롯한 많은 논의에서 보조동사구성을 동사
연쇄구성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어 보조동사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V₂는 모절의 술어, V₁은 V₂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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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논항으로 취해야 하는 보문절의 술어로 여겨진다. 이때 V₁ 동사 뒤
에 붙는 ‘-어’를 흔히 보문소(complementizer)로 보기 때문에 보조동사구
성은 동사들 사이에 아무런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을 수 없다는 조
건 (다)를 어기는 동시에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다는 조건 (라)를 어긴다. 
그리하여 본고는 보조동사구성을 동사연쇄구성과 구별되는 AVC(Auxiliary 
Verb Construction) 구성으로 간주하여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② 내포구성 …V₁-어]+V₂는 내포절의 술어 V₁과 모절의 술어 V₂로 구
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구성도 보조동사구성 ‘읽어 보다’와 동일
한 이유로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③ 접속구성 …V₁-어]#V₂는 ‘구워 먹다’나 ‘깎아 먹다’와 같은 구성이다. 
이들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V₁ 행
위를 V₂ 행위의 방법으로 본다면 해당 구성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
연쇄구성이고 두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해당 구성은 복합 사건을 나
타내는 통사적 구성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2.2.3에서의 ‘까먹다’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합성동사구성 [[V₁-어]+V₂]는 대체로 1) ‘물어보다’와 
같은 보조동사구성이 어휘화되어 합성동사가 된 것, 2) ‘찾아가다’ 등과 같
은 두 동사가 연결어미 ‘-어’에 의해 결합된 것, 3) ‘걸어가다’ 등과 같은 
통사적으로 결합된 것,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④-1)의 경우를 살펴보자. 
  어휘화한 보조동사구성은 단일어화한 것이므로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는 여전히 보문소이다. 즉 어휘화한 보조동
사구성은 여전히 어휘화하지 않은 보조동사구성과 마찬가지로 정의 기준
(다)를 어기므로, 어휘화한 보조동사구성도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1)에 해당하는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의 경우 주지연(2008)
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약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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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₂자리에 상(aspect)·양태(modality)·태(voice)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오는 것

   ㄱ.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 ‘-어 있-, -어 오-, -어 가-, -어 나가-, 
-어 나오-, -어 나-, -어 내-, -어 지-, -어 놓-, -어 두-, -어 
버리-, -어 치우-, -어 대-, -어 보-, -어 쌓-, -어 제치-’ 

  
   ㄴ.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 ‘-어 대-, -어 버리-, -어 치우-, -어 주

-, -어 쌓-, -어 먹-, -어 빠지-, -어 터지-’
  
   ㄷ. 태적 의미 나타내는 것: ‘-어 지-, -어 뜨리-’ 
                                                   (주지연 2008:40 참조)

b. V₂ 자리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오는 것

    ‘-어 오-’류: (선물을) 보내오다, (전화를) 걸어오다19)
 
  b에 제시된 방향동사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본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이 화자(또는 어떤 다른 기준점) 쪽을 향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본고는 박
진호(1995:7)에서 ‘보내오다‘와 ‘걸어오다‘에서의 ‘오다’를 보조동사로 처리
하는 방식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으로 ④-2)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④-2)에 속한 구성은 두 동사가 어미 ‘-어’로 결합한 V₁-어+V₂ 구성이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흔히 여겨진 구성은 ‘파묻다’, ‘찾아가다’, ‘떠나
가다’ 등이 있다. ‘(연필을) 밀어 깎다’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김창섭 1996). 물론 이들 중 일부 구성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설령 모두 ‘-어’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보더라도 2.2.2에서 기준
(아)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
다. 

19) 김창섭(1996:99)에서 가져온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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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④-2)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속하는 것은 동사
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
  첫 번째로, V₁-어+V₂ 구성 가운데 한 구성 요소가 문법화된 의미를 나
타내는 경우는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남아돌다’에서의 ‘돌다’가 그 
예다. 본고는 본동사 두 개가 결합한 구성만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두 번째로, 한 구성 요소의 의미가 구성 전체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없
을 경우, 이 역시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이 부류의 구성을 동사연쇄
구성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의 기준 (가)를 어기기 때문이다. ‘죽여서 먹
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잡아먹다’에서의 ‘잡-’이 그 예다. 본고는 이러한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 합성동사로 본다. 
  세 번째로, 구성 요소가 더 이상 독립된 어근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어
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이 부류의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역시 정의 기준 (가)를 어기기 때문이
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나타나다’에서의 ‘낱-’와 ‘걸터앉다’에서
의 ‘걸터-’이다. 
  네 번째로,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구성이다. ‘(사람을) 구워
삶다’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각각 (가), (나), (다), (라)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자. 먼저 (가)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문법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구성은 동사
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a. 이동 동사가 문법화하여 방향의 의미만 나타내는 경우이다.
 
          ‘내리-’류: 내려누르다, 내려디디다, 내려찍다, 내려쏘다20), 내려치다 
          ‘건너-’류: 건너지르다 
           …

20) 김창섭(1996:92)에서 가져온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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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₂ 동사가 보조동사와 유사하게 문법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다만 이 부류의 V₂ 동사는 아직 보조동사로 인정되기 전이므로 유사 
보조동사라고 할 수 있다. 

           ‘-어 돌(돌아가)-’: 남아돌다(남아돌아가다)
           ‘-어 들-’: 얼어들다, 엉겨들다, 졸아들다, 조여들다, 줄어들다
           ‘-어 떨어지-’: 나가떨어지다, 녹아떨어지다, 곯아떨어지다, 

맞아떨어지다 
           ‘-어 부치-’: 벗어부치다
           ‘-어 붙-’: 메어붙다, 졸아붙다, 말라붙다 
           ‘-어 붙이-’: 몰아붙이다, 걷어붙이다, 까붙이다 
           ‘-어 세-’: 몰아세다, 불어세다
           ‘-어 세우-’: 닦아세우다, 몰아세우다, 묶어세우다, 불어세우다 
           ‘-어 젖히-’: 밀어젖히다, 벗어젖히다
           ‘-어 치-’: 돌아치다, 떨어치다
            …

  a의 경우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 V₁ 동사가 방향 동사인 예에서 V₁ 동
사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만 나타낸다. 이 같이 V₁ 동사가 문법화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V₁이 방향만 나타내는 ‘(주
목을) 내려치다’ 등과 달리, V₁이 행위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철수가 
무대에) 올라가다’와 같은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이다. 
  그런데 ‘올라가다’와 같은 동사연쇄구성이 특정한 문맥에 쓰일 때, V₁이 
행위와 방향의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쓰임의 
‘올라가다’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내려오다/가다, 올라오다/가다’
가 ‘(고향에) 내려오다/가다’와 ‘(서울에) 올라오다/가다’와 같은 맥락에서
의 쓰임이 그 예이다.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수도인 서울은 위에 있다고 
인지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아래에 있다고 인지하므로 ‘고향에 내려가다’
와 ‘서울에 올라오다’와 같은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V₁ ‘오르
-’와 ‘내리-’는 은유적 의미(방향적 은유)를 나타낸다. 즉, V₁ 동사는 행
위와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상(고향/서울)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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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때 해당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한 구성 요소의 의미가 구성 전체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 동사연
쇄구성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기
준 (가)를 어기기 때문이다.

           ‘도르/두르-’: 돌라맞추다, 둘러맞추다
‘들-’: 들어붓다
‘걷-’류: 걷어입다  

           ‘잡-’류: ‘(돼지를) 잡아먹다21)’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동사가 여러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데, 그 경우 해당 동사가 참여한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동사가 참여하는 여러 구성들 중 동사연쇄구성인 경
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로 제시
된 동사들이 참여한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는 구성인데, 이것
이 이 동사들이 참여한 다른 구성들을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어서 (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현대 한국어에서 독립된 어근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성은 정의 기준 
중 (가)를 어기기 때문이다. (다)류에 속하는 구성은 대체로 다음 네 가
지로 제시할 수 있다.  

    
        a. ‘＊검-’: 거머쥐다, 거머당기다…

‘걸머-’: 걸머잡다

21) 이때 ‘잡아먹다’는 ‘죽여서 먹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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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터-’: 걸터앉다
‘＊줒-’: 주저앉다

 
        b. ‘태-(<타<)-’: 태어나다
     
        c. ‘낱-’: 나타나다

‘쓸-’: 쓰러지다

        d. ‘끗-’류: 꺼내리다, 꺼내다 
‘치-’: 쳐내려오다, 쳐들어가다, 쳐부수다
‘떨-’: 떨어지다

  (a)의 경우는 V₁의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주저앉다’에서 
V₁은 ‘＊줒-’으로, ‘거머쥐다’의 V₁이 ‘검-’으로 재구가 가능한 듯하다.
  (b)의 경우는 V₁의 어원은 명확하나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 통시적 음운 
변화를 겪어 현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태어나다’에서의 ‘태
-(<타<)-’의 경우 통시적 음운적 변화를 겪어 현재의 ‘태-’가 되는 것
인데, 해당 형태로는 현대 한국어에서 독립된 어근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c)의 경우, V₁의 어원이 명확하고 V₁과 어미 ‘-어’는 현대 한국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음운적 표기로 적히는 경우이다. ‘나타나다’에서 ‘낱-’
과 ‘쓰러지다’ 에서의 ‘쓸-’의 경우가 그러하다. 
  (d)의 경우는 어원이 명확하고, V₁과 어미 ‘-어’가 현대 한국어에 적용
되는 형태음운적 표기로 적히는 경우이다.
  이 구성들의 경우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고, 어원이 명확한 경우 
V₁ 동사가 현대 한국어에서 이미 더 이상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이 동일하다. 이러한 구성들은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다만 ‘들다(入)’가 참여한 V₁-어+V₂ 구성은 특성상 앞에 제시한 (d)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본고는 ‘들다’가 참여한 아래와 같은 구성을 동사연쇄구
성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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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어서다, 들어앉다 …
           ‘-어 들-’: 날아들다, 뛰어들다, 흘려들다, 찾아들다 …

  ‘들다’는 그 어원이 명확하고 본래 의미와 형태대로 V₁-어+V₂ 구성을 형
성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성 전체의 표기법이 현대 한국어
에 적용되는 형태음운적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들다’는 제한적이지
만 구어에서 ‘안으로 드시지요/드십시오.’와 같은 표현에서 단독적으로 쓰이
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0) (가). 기흥구빌라입니다. 사장님 안으로 드시지요. <웹>
(나). 오셨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손님. <웹>

‘들다’의 이러한 특징이 앞에서 제시된 (a)~(d)류의 V₁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들다’가 형성한 위와 같은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고자 한다. ‘들다’에 비해서 ‘나다(出)’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원
이 명확하고 원래의 의미와 형태대로 V₁-어+V₂에 참여한다는 점이 ‘들
다’와 동일하다. 그리고 ‘들다’가 참여한 구성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차
원에서 본고는 ‘나다’가 참여한 ‘나가다, 나오다’ 등도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다음으로 (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라).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사람을) 구워삶다’ …

지금까지 살펴본 (가)~(라)의 경우는 ④-2)에 속하지만 동사연쇄구성으
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④-3)의 경우를 살펴보자. 
  ④-3)에 해당하는 구성은 통사적으로 결합한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이 
부류의 구성을 합성동사구성, 통사적 구성이라는 두 용어로 기술할 때, 이 
구성이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인지, 통사부에서 동사끼리가 ‘-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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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것인지, 어휘부에서 동사끼리가 ‘-어’에 의해 결합된 것인지, 그 정
체성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다. 그러나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도입한 
본고에서 이 부류 구성은 그 본래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두 동사연쇄구성
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그 기원과 정체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일부 구성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걸어가다, 날아가다, 흘러가다, 건너뛰다, 까먹다, 깎아먹다, 말아먹다. 기어다니다…

그런데 ④-3)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속하는 구성은 동
사연쇄구성이 아니다.      

(가).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 확장을 겪어 비유적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연쇄
구성이 아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이) 날아가다, (돈을) 말아먹다, (한 계급을) 뛰어넘다, (돈을) 따먹다
   
(나). 기원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이거나 동사연쇄구성일 가능성이 있는 구성이지

만, 나중에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로만 쓰이는 구성들이 있다. 이들 구
성은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된다. 

           누워먹다, 굴러먹다 …

  ④-2)에 속한 (라)와 ④-3)에 속한 (가)와 (나)의 경우는 동사연쇄구
성에서 제외되지만, 동사연쇄구성인 V₁-어+V₂ 구성과 형태가 같으므로, 
본고는 이들 구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 V₁-어+V₂ 구성 중 동
사연쇄구성으로 보는 구성은 대체로 아직 어휘화되지 않는 V₁-어+V₂ 구
성(구워 먹다)과 어휘화한 통사적 구성(날아가다, 까먹다), 그리고 동사들
의 결합 중 두 본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두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V₁-
어+V₂ 구성 전체의 의미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으며, 또 공시적으로 분석
이 가능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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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의미의 관계 예1 예2
(ㄱ). A+B = “A” (+) “B” ‘구워 먹다’, ‘뛰어가다’, 

‘파묻다’
(ㄴ). A+B = “A′” (+) “B” ‘건너듣다’, ‘훔쳐보다’   ‘내려치다’
(ㄷ). A+B = “A” (+) “B′” ‘웃어넘기다’   ‘말라붙다’, 

  ‘몰아세우다’
(ㄹ). A+B = “C” (+) “B” ‘잡아먹다’22), ‘걷어입다’ 
(ㅁ). A+B = “A” (+) “C” ‘벌어먹다’23) 
(ㅂ). A+B = “C”  ‘(재산이) 날아가다’, 

‘(사람을) 구워삶다’ 

2.3.2.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범주 및 그 인접 범주와의 경계 

  여기에서는 2.3.1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동사연쇄구성 범주와 
그 인접 범주 간의 경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계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V₁-어+V₂ 구성의 형식과 의미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V₁-어+V₂ 구성의 형식과 의미 간의 관계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제시할 때 박진호(2003)을 참고하되, 수정을 
조금 하기로 한다. 관계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V₁-어+V₂ 구성의 두 구성 요소는 각각 A와 B로 표시하고 두 구성 요
소가 나타내는 의미를 각각 “A”와 “B”로 표기하며 의미의 결합은 (+)로 표
시한다. 그러면 V₁-어+V₂ 구성의 구성 요소와 그들이 결합하여 나타낸 의
미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각각의 경우
에 해당하는 예는 그 뒤에 제시한다. 

                                           (박진호 2003:367 참조)
                                
  (ㄱ)은 각 구성 요소가 모두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는 경우고, (ㄴ), 
(ㄷ)의 경우는 각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본래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와 연
관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다. V₁이나 V₂가 문법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내려
치다’와 ‘몰아세우다’ 등 또한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ㄹ)과 
(ㅁ)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본래 의미와 관련이 없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22) 이때 ‘잡아먹다’는 ‘죽여서 먹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23) ‘벌어먹다’는 ‘벌이를 하여 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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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ㅂ)은 구성 전체가 완전히 제3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다. 
  위 표와 관련하여 동사연쇄구성과 그 주변 범주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아래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자.

2.3.2.1. 동사연쇄구성과 합성동사의 경계
  위에서 여섯 유형의 형식-의미 관계 중, (ㄱ), (ㄴ) 그리고 (ㄷ) 중에서 
두 본동사로 구성된 예1에 해당하는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구성들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표에서 동사연쇄구성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구성 요소 중 하나가 “C”의 의미를 나타내 매우 불투명한 의미로 쓰이는 
것부터 구성 요소 전체가 “C”의 의미를 나타낸 것까지 본고에서는 합성동
사로 본다. 그 이유는 (ㅂ)과 (ㄹ) 그리고 (ㅁ)에 속한 구성은 통사적·의
미적 비분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ㄹ)과 (ㅁ) 그리고 (ㅂ)에 속한 구성 
내부에 ‘-서’ 등 다른 요소를 개입하여 V₁과 V₂를 분리시킨다면, V₁이나 
V₂가 나타내는 이러한 “C”의 의미 혹은 구성 전체가 나타내는 “C”의 의미
가 사라진다. V₁이나 V₂가 문법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내려치다’와 ‘몰아세
우다’는 본고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역시 합성동사로 처리한다.  
  합성동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시 제시하면 아래의 ①~③과 같다.

① 앞의 (ㄹ)과 (ㅁ), 즉 A+B = “C” (+) “B”와 A+B = “A” (+) “C” 유
형은 합성동사이다. 이 유형은 2.3.1에서 제시된 ④-2)의 (나)의 경우
에 해당한다.

  
   예: ‘(돼지를) 잡아먹다’, ‘벌어먹다’
  
② 앞의 (ㅂ), 즉 A+B = “C” 유형 또한 합성동사이다. 이 유형은 2.3.1에

서 제시한 ④-2)의 (라)의 경우와 ④-3)의 (가)와 (나)의 경우에 해
당한다. 

   예: (사람을) 구워삶다, (여기저기서) 굴러먹다, (재산이) 날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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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앞의 (ㄴ)과 (ㄷ) 중 한 구성 요소가 유사 보조동사인 경우 또한 합성
동사로 본다. 이 부류는 2.3.1에서 ④-2)에 속하는 (가)에 해당한다. 

   
   예: ‘내려치다’, ‘말라붙다’ 등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공시적 분석이 불가능한 아래와 같은 구성을 합성동
사구성으로 본다. 

④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현대 한국어에서 더 이상 동사로 독립되어 쓰이
지 않거나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구성은 합성동사이다. 이 
유형은 2.3.1에서 ④-2)의 (다)에 해당한다. 

   예: 주저앉다, 걸머잡다, 걸터앉다, 태어나다, 나타나다 …

  즉, 본고는 2.3.1에서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④-2)의 
(가), (나), (다) 그리고 (라)와 ④-3)에서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다
고 하는 (가), (나)를 합성동사구성으로 본다.  
  지금까지 동사연쇄구성과 합성동사구성을 구분짓는 경계에 대해 제시하
였다. 이제 동사연쇄구성과 통사적 구성을 구분짓는 경계에 대해 살펴보
자. 

2.3.2.2. 동사연쇄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경계
  앞에서 동사연쇄구성은 주로 V₁-어+V₂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여기에서는 V₁-어+V₂ 형태를 가진 동사연쇄구성과 ‘-어다’와 ‘-고’에 
의해 연결된 ‘(물을) 떠다 마시다’, 그리고 ‘두고 가다, 존경하고 사랑하다’
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동사연쇄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차이를 밝힐 것이
다.
  이들의 차이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통사적으로 어미 ‘-어’에 의해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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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워 먹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1.1에서 지적한 것처럼, ‘뛰어가다’에서 보듯이 ‘-면서’와 ‘-어서’에 비해 
‘-어’는 긴밀도가 높은 두 사건(예컨대, 방식 부사건+주사건)을 연결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어미이기 때문에 ‘-어’는 통사적 긴밀도가 높은 어미다. 
따라서 ‘구워 먹다’에 쓰이는 ‘-어’는 통사적 긴밀도가 높은 어미가 계기적
으로 일어나는 긴밀도가 느슨한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경우에 속한다. ‘구워 
먹다’는 2.2.3에서 살펴본 ‘까먹다’와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사건은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나타내는 사건을 
두 사건 중 어느 쪽으로 인지하느냐는 상관없다. 만약에 굽는 행위를 먹는 
행위의 방법으로 본다면 해당 구성은 ‘뛰어가다’와 마찬가지로 매크로 사건
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이고, 두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해당 구성
은 통사적 구성이다. 
  어미 ‘-어다’와 ‘-고’에 의해 연결된 ‘(물을) 떠다 마시다’와 ‘두고 가다, 
존경하고 사랑하다’는 1.3.2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동사연쇄구
성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어다’는 ‘(물을) 떠다 마시다’에서 보듯이 본래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두 
행위를 연결하는 어미이므로 통사적 긴밀도가 느슨한 어미다. 따라서 통사
적 긴밀도에 있어서 이 구성은 ‘구워 먹다’보다 더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고’는 ‘두고 가다’와 ‘존경하고 사랑하다’에서 보듯이 본래 단순히 계기적
으로 일어나는 두 행위나 병렬된 두 행위를 나타내는 어미로, 그 통사적 긴
밀도는 역시 ‘-어’보다 떨어진다. 
  의미적으로 ‘구워 먹다’가 나타내는 굽는 행위는 먹는 행위의 방식으로 해
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구워 먹다’가 나타내는 두 사건이 사건 통합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워 먹다’는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
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떠다 마시다’가 나타내는 뜨는 행위는 마시는 행위의 방식으로 해
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떠 마시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
다. ‘두고 가다’가 나타내는 두는 행위와 가는 행위는 계기적으로 일어난 두 
행위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행위 사이에 다른 의미적 관계(방식/인과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떠다 마시다’와 ‘두고 가다’가 나타내는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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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사건 통합이 얼어날 수 없는 복합 사건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즉 의미
적으로 ‘떠다 마시다’와 ‘두고 가다’는 ‘구워 먹다’보다 더 느슨하게 연결된 
두 사건을 나타낸다. 
  ‘구워 먹다’와 ‘떠 마시다’가 이미 의미적으로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구성이라면, 그 구성들보다 의미적으로 
더 느슨하게 연결된 두 사건을 나타내는 ‘떠다 마시다’와 ‘먹고 가다’를 스펙
트럼에서 배열할 때, 중간 지점보다 더 오른쪽(더 느슨한 쪽)에 위치할 것
이다. 이때 이 두 구성은 의미적으로 복합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 두 구성에 결합한 어미도 ‘-어’보다 통사적 긴밀도
가 낮은 어미다. 두 구성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고려할 때 본고는 ‘-어다’
와 ‘-고’에 의해 연결된 ‘떠다 마시다’와 ‘두고 가다’류 구성을 통사적 구성
(종속접속 구성)으로 보며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존경하고 사랑하다’의 경우는 ‘떠다 마시다’와 ‘두고 가다’와 또 다르다. 
‘-고’에 의해 연결된 존경하는 사건과 사랑하는 사건은 사건 통합이 일어날 
수 없는 두 개의 병렬 사건이고 계기적 사건은 아니다. 또한 두 동사를 연
결하는 어미도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긴밀도가 매우 낮은 어미 
‘-고’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다’의 이러한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고려할 때 
본고는 이 구성을 대등적으로 이루어진 접속구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으로 판단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다’가 나타내는 병렬 사건을 사건 연속체에
서 배열할 때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단일 사건(single event) > 매크로 사건(macro event) > 복합 사건(complext event)
> 병렬 사건(coordinat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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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에 접근하는 방법
  2.2.1에서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가)~(바)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의 범주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이분법적 접근
법과 스펙트럼 접근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는, 앞에서 제시된 모든 통사적 
특징을 만족시켜야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앞서 정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듯이 이는 개별 언어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위
험을 안고 있다. 예컨대 일부 언어에는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
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어의 ‘때려 마시다’가 그러한 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이러한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분법적 입장과 반대로 Aikhenvald(2018)은 동사연쇄구성이 하나의 연
속체(continuum)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동사연쇄구성
의 여러 통사적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성이 가장 전형적(prototype)인 
동사연쇄구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이 된
다.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관점은 범언어적으로 포착
된 다양한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한편으로는 동사연쇄구성의 범주가 무한히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동사연쇄구성이라는 개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
다.
  두 가지 접근법 가운데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후
자의 접근법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기준을 중
요시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고는 통사적 기준과 함께 의미
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2.3.2.2에서 ‘떠다 마시다’, ‘두고 가
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다’가 동사연쇄구성인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때 
의미적 기준(사건 통합 여부)을 적용하여 판별하는 것이 그 예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과 합성동사, 통사적 구성, 종속 접속 그리고 대등 접
속 간의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 또 동사연쇄구성과 합성동사, 통사적 구성  
등이 나타내는 사건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 본고는 구조적 연속체



- 62 -

(structural continuum)와 사건 연속체(event continuum), 두 가지 연속체 차
원에서 동사연쇄구성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 범주 내부에 들
어 있는 구성도 통사적·의미적 긴밀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
이를 또한 두 가지의 연속체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연속체(structural continuum)는 Crowley(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약간 수정하였다. Crowley(2002:18)는 Foley(1986:177)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적 연속체를 제시하였다.

verb > verbal compounds > nuclear serial verbs > core serial verbs > 
clause chain > subordinate clauses > coordinate clauses                    
                                                    (Crowley 2002:18)

  이 구조 연속체는 Foley(1986)이 뉴기니 섬(Island of New Guinea)의 파푸아 
제어(Papuan languages)를 살펴보면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연속체를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분석에 도입하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파푸아 제어(Papuan languages)에는 접속표지가 붙지 않은 절의 연쇄
(clause chains)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 절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
미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파푸아 제어와 구별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연쇄
구성 범주와 인접하는 오른쪽의 범주로는 연결어미가 개입하는 통사적 구성 
범주이다. 이러한 통사적 차이를 반영하여 구조적 연속체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 > 합성동사 > 동사연쇄구성 > 통사적 구성 > 종속 접속> 대등 접속

  사건 연속체(event continuum)는 Talmy(2000b)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된 단일 사건(single event) - 매크로 사건(macro event) - 복
합 사건(complex event)의 연속체에 대등 접속으로 표상되는 병렬 사건
(coordinate event)까지 포함시킨다면 사건 연속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일 사건 > 매크로 사건 > 복합 사건 > 병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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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이 연속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정의를 전부 만족시키는 동사연쇄구성은 가장 원형적인 동사연쇄구
성이고, 정의를 전부 만족시키지 않는 구성은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본고는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과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이 구조적 
연속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들이 나타내는 사건이 사건 연속체에서 어
떻게 분포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연속체에서 동사연쇄구성의 위치를 제시하는 것은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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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
  
  이 장에서는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우선 동사
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어 동사연쇄구
성의 의미의 합성성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확장 양
상을 살펴본다. 

3.1.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에 의한 분류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이동
(motion)-이동(motion) 동사연쇄구성, 방식(manner) 동사연쇄구성, 수단
(means) 동사연쇄구성, 원인-결과(cause-effect) 동사연쇄구성, 결과 동사
연쇄구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동사연쇄구성을 차례
대로 3.1.1~3.1.9에서 살펴볼 것이다.

3.1.1. 이동-이동 (motion-motion) 동사연쇄구성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은 두 개의 이동 동사로 구성된 동사연쇄구성이
다.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 공간적 이동(spatial motion)을 
나타내는 동사를 이동 동사(motion verb)라고 한다. 
  이동 동사에는 ‘(어떤 곳으로) 옮다’와 ‘(여기저기) 다니다’처럼 움직임/
이동(motion)만 나타내는 부류도 있고, ‘가다’와 ‘건너다’처럼 이동과 함께 
‘화자로 멀어지는 것’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와 같은 이동의 경로(path 
of motion, 이후 ‘경로’라고 부름)와 같은 정보를 함께 나타내는 부류도 있
다. 이때 우리는 ‘옮다/옮기다’와 ‘다니다’에는 이동(motion)만 어휘화되어 
있다고 하고 ‘가다’와 ‘건너다’ 등에는 이동(motion)과 이동의 경로(path) 
두 가지 요소가 어휘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동과 경로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동 사건을 표상
하는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을 정밀히 기술하기 위해, 이동 사건(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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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개념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lmy(2000b)에 따르면 이동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동(motion)과 
경로(path) 외에 전경(Figure)과 배경(Ground)과 같은 두 요소가 더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 말하는 전경은 초점적 관심
(focal attention)를 끌고 있고 그 특징(Feature)과 운명(destiny)이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개체를 가리킨다. 배경은 관심의 주변에 있으며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전경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에 참조물(reference entity)로 작용
하는 개체를 말한다. 심리학에서의 이러한 전경-배경 지각 이론은 자연 
언어를 분석하는 데에도 도입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 철수가 학교로 가고 있다.

(1)의 문장이 표상하는 이동 사건에서 이동의 주체인 ‘철수’는 화자의 관
심 대상이 되는 전경(Figure, 이하 ‘F’) 개체에 해당하고, 주체가 향하여 
이동하는 정태(靜態)적인 목적지인 ‘학교’는 배경(Ground, 이하 ‘G’)에 해당
한다. 철수라는 전경(F)이 움직이는 것이 이동(motion)에 해당하고 전경
(F)이 화자가 있는 곳(시작점)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코스(course)가 경
로(path)에 해당한다. (1)의 경우 [이동]과 [경로(화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화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가 모두 동사 어근 ‘가다’에 의해 표현되고 있
다. 즉 이동 동사 ‘가다’가 [이동]과 함께 [경로]를 모두 나타낸다.
  그리고 전경(F) 개체가 배경(G) 개체와 관련하여 이동할 때 두 개체가 
특정한 기하학적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전경(F) 개체가 배경(G) 
개체의 내부나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표면 위에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위나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동 동사 중에는 [이동]과 [경로]뿐 아
니라 두 개체의 기하학적인 관계까지 포착하는 동사도 있다. ‘들다(進)’, 
‘나다(出)’, ‘나가다’, ‘나오다’ ‘(~에) 오르다’, ‘(~에) 내리다’가 그 예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주인은 맨발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나). 준이 집에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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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에는 [이동]과 [F가 화자가 있는 곳으로]와 같은 직시적(deictic) 
정보가 융합되어 있다. 이와 달리, ‘나오다’에는 [이동]와 [F가 화자가 있
는 곳으로]와 같은 직시적 정보 이외에도 [폐쇄적인 공간 내부에서 밖으
로]와 같은, 전경 개체와 배경 개체의 기하학적인 관계가 추가적으로 융합
되어 있다. 
  ‘나오다’와 ‘오다’의 이러한 차이를 포착한 Talmy(2000b:53)에서는 경로
(path)를 구성하는 요소를 벡터(vector), 형태(conformation), 그리고 직시
(deictic)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벡터 요소를 보자. 영어의 경우 이동의 경로(path)는 ‘to, on, 
on(to) in, in(to), out(of), from, across, over, up, down’ 등 첨사
(particle)로 많이 외현된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 벡터(vector)를 나타내는 
요소로 ‘(MOVE) TO/FROM/VIA/ALONG’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TO’는 
도착(arrival), ‘FROM’은 출발(departure), ‘VIA’는 ‘횡단(橫斷, traversal)’, 
‘ALONG’는 ‘순연(順沿)’을 나타낸다. 필요에 따라 ‘(MOVE) FROM-TO’
처럼 둘 이상의 벡터 요소가 함께 출현할 수도 있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 벡터 요소는 이동 동사의 어근에 어휘화되어 있
다. 예컨대, ‘건너다, 넘다, 거치다, 지나다’는 ‘VIA’라는 벡터를 나타내고, 
‘떠나다’는 ‘FROM’이라는 벡터를 나타내며 ‘따르다’에는 ‘ALONG’이라는 
벡터를 나타낸다. ‘다그다’에는 ‘CLOSE TO’라는 벡터를 나타내고 ‘(한 바
퀴)돌다’에는 ‘AROUND’라는 벡터, ‘돌다(返, return)’에는 ‘(MOVE) 
BACK TO’와 라는 벡터를 나타낸다. 벡터 요소가 어휘화된 위 한국어 동
사는 벡터 동사(vector verb)라고 하기로 하자. 이러한 벡터 동사는 전형
적인 경로 동사이다. 
  형태(conformation) 요소는 이동 사건에서 전경(F)와 배경(G)의 기하학
적 관계(geometric relationship)를 가리킨다. 즉, 특정 공간에서 전경(F)
과 배경(G)의 공간적 배치 형태를 가리킨다. F와 G의 배치 형태로, F가 G
의 내부(inside)나 외부(outside)에 배치되는 경우, F가 G의 표면
(surface)에 배치되는 경우, F가 G의 옆(beside)에 배치되는 경우, F가 G
의 위(above)와 아래(beneath)에 배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형
태 요소는 한국어에서 주로 ‘들다(進)’, ‘나다(出)’, ‘(~에) 오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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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다’와 같은 동사 어근에 어휘화되어 있다. 이 부류의 동사는 이동의 
[방향] 또한 수반되기 때문에 방향 동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VIA 벡터가 어휘화된 동사 어근으로 제시한 ‘(사이에 두
고 있는 어떤 대상의 표면이나 내부를) 건너다, (어떤 물체로 분리된 두 
부분의 위로, 경계선으로 분리된 두 부분의 표현을) 넘다, (어떤 대상의 
내부를) 거치다, (어떤 대상의 내부/옆/앞을) 지나다’도 순전히 벡터 ‘VIA’
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conformation) 요소도 함께 나타낸다. 이는 
전경(F)이 배경(G)과 관련하여 통과(VIA)할 때, 배경(G)의 내부를 통과
하는 것인지, 위로 통과하는 것인지, 옆을 통과하는 것인지에 따라 쓰이는 
동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담(墻)의 위로 통과
할 때는 ‘(담을) 넘다’라고는 하지만 ‘지나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 앞을 지나다’라고는 하지만 ‘건물 앞을 넘다/거치다’라고는 하지 않는
다. 
  ‘지나다’나 ‘넘다’ 등처럼 벡터와 형태를 함께 나타내는 동사를 순전히 
벡터를 나타내는 ‘떠나다’나 ‘다가다’ 등과 구별하기 위해 이들을 ‘벡터(+
형태)’ 동사라고 하기로 하자. 
  직시(deictic) 요소는 직시적(deictic) 정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화
자로 향하는 것과 화자에서 멀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직시 정보 역시 ‘가다’와 ‘오다’와 같은 동사 어근에 어휘화되어 있다.
  경로(path)가 ‘from, to, in(to)’ 등 첨사(particle)에 의해서 표현되는 영
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로(path) 요소는 모두 이동 동사의 어근에 어휘화되
어 있으므로 이동 동사들이 결합하여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
이 만들어져 있다.
  이동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볼 때 이동 동사에 경로가 어휘화되어 있는지
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분류한다. 비경로 동사 두 개로 형성한 동사연쇄
구성은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하고, 이동 동사가 경로를 나타내
면 ‘경로’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을 이동-이동 동
사연쇄구성, 이동-경로 동사연쇄구성, 경로-이동 동사연쇄구성, 경로-경
로 동사연쇄구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동사연쇄구성은 이동 사건을 표상하는데, 이동 사건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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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동적 이동 사건(agentive motion event)이 
있고, 타인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역 이동 사건(caused motion 
event)이 있다. 
  따라서 이동 사건을 표상하는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볼 때 일차
적으로는 주동적 이동 사건을 나타내느냐 사역 이동 사건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분류하고, 이차적으로는 이동 동사 어근에 어떤 요소가 어휘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이동-이동, 이동-경로, 경로-이동, 경로-
경로 동사연쇄구성 등으로 분류할 것이다. 

3.1.1.1. 주동적 이동-이동 (agentive motion-motion) 동사연쇄구성
  
  주동적 이동 사건을 표상하는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에 어떤 요소가 
어휘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다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류
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경로가 어휘화되지 않은 두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속하는 동사연쇄구성은 다음과 같다. 

    옮아다니다(자)

  ‘다니다’는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공간적 이동을 나타낼 때는 
이동 동사로 볼 수 있다. ‘다니다’가 ‘몸을 움직여 이동하다’의 의미나 ‘이
리저리 오고가고 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그 예다. ‘다니다’는 이동 동
사로 쓰일 때는 ‘옮다’와 마찬가지로 경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
를 무(無)경로 동사라고 하기로 하자. ‘옮아다니다’가 쓰인 용례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3) (가). 이리저리 옮아다니던 겨냥이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는 걸 지켜보다가 
상덕(相德)은 슬그머니 외면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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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겨울은 남부의 타이가 지대에서 보내고, 여름이 되면 풀을 따라 북쪽으로 툰드
라 지대에까지 옮아간다. 때로는 옮아다니는 거리가 1,000 km를 넘기도 한다.

‘옮다’와 ‘다니다’에 경로와 방향이 모두 어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옮
아다니다’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이쪽저쪽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이리저리’와 자연스럽게 공기한 것이다.

  ② 이동-경로 동사연쇄구성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경로를 나타내지 않는 V₁ 동사와 경로를 나
타내는 V₂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옮아가다, 옮아오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오는 경로 동사로는 직시 동사밖
에 없고, ‘오르다/내리다’ 등 형태 동사(conformation verb)와 ‘건너다/지나
다/넘다’ 등 벡터(+형태) 동사는 이동 경로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오
지 않는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이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그는 첫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뭐라고 수군수군하고 나가버렸다. 첫째도 그   
      뒤를 따라 동무가 얻어놨다는 집으로 옮아오고 말았다. 
(나). 수렵 종족 중에는 순록 떼를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북으로 나아가, 북극 지방  
      에 옮아가 버린 종족도 있었다.

‘다니다’도 직시 동사와 결합하여 ‘(학교에/여행을) 다녀가다, 다녀오다’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때 ‘다니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잠깐 
들르거나 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공간적 이동의 의미, 즉 ‘몸을 움
직여 이동하다’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다녀오다/가다’를 이동-
경로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경로-이동 동사연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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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와는 반대로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경로(path) 요소가 어근에 어
휘화된 V₁ 동사와 무(無)경로 V₂ 동사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V₁ 
자리에는 벡터 동사와 벡터(+형태) 동사만이 온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
사연쇄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한 바퀴를)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ㄴ). (육교를) 건너다니다, (담을) 넘어다니다, (가계 앞을) 지나다니다 

  경로가 어휘화되어 있지 않은 동사 중 ‘다니다’만이 V₂ 자리에 나타난다.  
(ㄱ)은 벡터 동사가 V₁ 자리에 오는 경우이고 (ㄴ)은 벡터(+형태) 동사가 
V₁ 자리에 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ㄱ)을 보면, ‘(어떤 노선을 따라 한 바
퀴를) 돌아다니다’의 ‘돌다’는 벡터 ‘ALONG’를 나타내는 반면에 ‘(여기저
기서) 돌아다니다’의 ‘돌다’는 벡터 ‘AROUND’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④ 이동(경로)-이동(경로) 동사연쇄구성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두 개의 경로 동사로 구성된다. 두 동사에 각
각 어떠한 경로(path) 요소가 어휘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V₂ 자리에 직시 동사가 올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편의상 ‘가다’가 참여하는 구성만 제시한다.

    (ㄱ). 떠나가다, 다가가다, 돌(返,回)아가다, 
(ㄴ). 넘어가다, 거쳐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둘러가다, 에워가다, 질러가다 

    (ㄷ). 들어가다, 나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ㄱ)은 V₁ 자리에 벡터 동사가 오고 V₂ 자리에 직시 동사가 오는 경우
에 해당하고 (ㄴ)은 V₁ 자리에 벡터(+형태) 동사가 오고 V₂ 자리에 직시 
동사인 경우에 해당하며, (ㄷ)은 V₁ 자리에 형태 동사가 오고 V₂ 자리에 
직시 동사가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의 V₁인 ‘두르다’와 ‘에우다’가 경로 동사인 것은 이들 역시 전경(F)
이 배경(G)과 관련하여 이동하는 코스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두르다’와 
‘에우다’는 전경 물체가 배경 물체를 회피하여 이동하는 ‘DETOUR’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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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나타낸다.

  이동 동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앞의 동사연쇄구성 중 일부가 V₂ 자리에 
나타나 더 큰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두 동사로 구성되는 동사
연쇄구성과 구별하여 세 개 이상의 동사로 구성된 동사연쇄구성을 다(多)
동사 동사연쇄구성(multi verbs svc)이라고 한다.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동사연쇄구성 중 ④에 속한 (ㄷ)류 동사연쇄구성은 다시 ③의 경우에 속하
는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나타나 다동사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있
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ㄹ). 돌아내려가다 …  
    (ㅁ). 건너들어가다 …
    (ㅂ). 건너지나가다, 거쳐지나가다 …

(ㄹ)은 앞의 ③-(ㄱ)류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④-(ㄷ)류 동사연쇄구
성을 결합시킨 것이고 (ㅁ)은 ③-(ㄴ)류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④-
(ㄷ)류 동사연쇄구성을 결합시킨 것이다. ④의 (ㄷ)류 동사연쇄구성이 경로
의 벡터 요소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 벡터 동사가 출현하여 더 
큰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 두 동사연쇄구성이 다시 결합하여 다동사 동사연
쇄구성을 형성한 경우에 속하는 (ㄹ)과 (ㅁ)과 달리, (ㅂ)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동사연쇄구성 두 개가 결합하여 더 큰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하는 경
우에 속한다. (ㅂ)은 ③-(ㄴ)류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③-(ㄴ)류 동
사연쇄구성을 다시 결합한 것이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가). 도서관까지 지하철에서 공원을 건너 지나가거나 백화점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  
      는데요. <웹>
(나). 필자가 찾아간 날은 때마침 태풍하나가 중국 상해를 거쳐 지나가 바람이 시원  
      하게 불어왔다. <웹>

‘건너다’는 사이에 두고 있는 대상의 표면이나 내부를 통과하는 의미를 나
타낸다. 각각의 경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길을 건너다’와 ‘공원(내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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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다’가 있다. ‘거치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내부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거치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다’의 용법으로 확장되어 쓰일 
수 있는 사실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건너다’와 ‘거치다’에 비해서 ‘지나다’
가 나타내는 전경 개체와 배경 물체의 관계가 더 다양하다. ‘지나다’는 배
경 물체가 어떤 물체의 표면/옆/내부를 통과하는 것을 모두 나타낼 수 있
다. ‘국경선(표면)을 지나다’ ‘공원(내부)을 지나다’ ‘공원(앞)을 지나다’가 
그 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벡터나 형태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그의 앞에 다른 
벡터(+형태) 동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건너다’는 전경 물
체가 배경 물체의 한편에서 맞은편으로 이동하면서 통과하는 것이라는 벡
터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거치다’는 배경 물체의 내부로 통과하는 기하학
적인 관계(형태)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직시 동사 ‘오다’와 ‘가다’, 그리고 형태 동사 ‘나가다’, ‘나오다’, ‘내리다’, 
‘오르다’, ‘들다(入)’, ‘나다(出)’에는 경로 외에도 이동의 방향을 함께 나타
내기 때문에, 이들 경로 동사를 ‘내재적 유향(有向) 이동 동사(inherently 
directed motion verb)’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벡터 동사 ‘(한 바퀴를) 
돌다’와 벡터(+형태) ‘지르다, 지나다, 건너다, 에우다, 두르다’ 등은 경로
를 나타내지만 ‘오르다’ 등처럼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니다’와 
‘옮다’의 경우 무(無)경로 동사이자 무(無)방향 이동 동사이다.

3.1.1.2. 사역 이동-이동 (caused motion-motion) 동사연쇄구성

  3.1.1.1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동사연쇄구성 중 ④에 속하는 일부 동사
연쇄구성에 대응되는 사역 이동 동사연쇄구성이 있다. 예컨대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사역 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올려보내다’가 있다.
  Talmy(2000a: Chapter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사는 매우 다양한 사
동(causation)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문이) 열다’는 자발적 사
건(autonomous event)을 나타내지만, ‘나는 문을 열었다’는 동작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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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causation) 사건을 나타내고 ‘나는 슈퍼에 갔다’는 재귀-동작주 사
역(self-agentive causation) 사건을 나타내며 ‘나는 철수를 슈퍼로 보냈다’
는 유발 사역(inductive causation) 사건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주동적 이동-이동(agentive motion-motion) 동사
연쇄구성은 재귀-동작주 사역 이동(self-agentive causation motion)을 나타내
는 구성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역 이동(caused motion) 동사연
쇄구성은 Talmy(2000a)의 용어를 빌리자면 유발 사역(inductive 
causation) 사건을 나타내는 구성이다.
  ④의 (ㄱ)과 (ㄴ) 그리고 (ㄷ) 류 일부 동사연쇄구성에 대응되는 사역 
동사연쇄구성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떠나보내다, 돌려보내다
    (ㄴ). 건너보내다, (다른 쪽으로) 넘겨보내다, 지나보내다
    (ㄷ). 올려보내다, 들여보내다, 내보내다, 내려보내다

  한국어에서 유발 사역은 일반적으로 a) 우언적 표현 ‘-게 하다’나, b) 
사동 접미사로 나타내는데, 아주 드물게 일부 c) 동사 어근도 유발 사역을 
나타낼 수 있다. ‘보내다’가 그 예다. 앞에 제시한 구성에서 ‘보내다’는 주
체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이동 사건의 발생을 유발한다는 유발 사역
(inductive causation event)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나가다:내보내다, 올라가다:올려보내다’ 등의 쌍에서 볼 수 있듯이, 재귀
-사역 사건을 나타내는 ‘나가다’에 상응하는 유발 사역을 표상하는 표현을 
만들 때, V₁은 b)의 수단을, V₂는 c)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V₁이 
b)의 수단을, 즉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이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
는 ‘떠나다’, ‘건너다’, ‘지나다’의 경우, V₁ 동사는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쓰였다.24)  

24) 박진호(1995:6)에서는 계열적 단어형성(paradigmatic word formation) 원리에 입
각하여 이를 설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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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방식 (manner) 동사연쇄구성

  방식(manner)은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이
나 형식을 가리킨다. 동사연쇄구성에 쓰이는 두 동사 중 한 동사가 나타내
는 행위나 상태가 다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
로 해석될 때, 그 동사연쇄구성은 방식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한다.
  방식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V₂ 동사가 공간적 이동(spatial motion)을 나타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방식 동사연쇄구성을 방식-이
동(manner-motion) 동사연쇄구성과 방식-행위(manner-activity)25) 동사연쇄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를 각각 3.1.2.1과 3.1.2.2에서 살펴
본다.
  방식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는 a) 본래의 의미대로 쓰일 수 있는 경우
가 있고, b)구성에서 확장 의미를 나타내지만 해당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
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c) 구성에서 확장 의미를 나타내고 해당 확
장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날아가다’에서의 ‘날다’와 ‘쏘아보다’에서의 ‘(시선을) 쏘다’ 그리고 
‘훔쳐보다’에서의 ‘훔치다(≒몰래)’를 들 수 있다. 
  본고는 c)의 경우, 즉 ‘훔쳐보다’처럼, V₁이 방식을 나타내지만, 구성에
서 나타나는 의미로는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는 방식 동사연쇄구성을 방식 
동사연쇄구성의 하위 유형인 사건 논항(event argument) 동사연쇄구성으
로 분류한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 대해서는 3.1.2.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1.2.1. 방식 (manner)-이동 (motion) 동사연쇄구성

  한국어에서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는 주로 V₁ 자리에, 주사건인 이동 사
건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V₂ 자리에 온다. 만약에 방식이 V₁ 자리에 나
타나는 동사연쇄구성을 도상적인 방식-이동(iconic manner-motion) 동사
25) 물론 일반적으로 이동(motion)을 나타내는 ‘가다’ 등 이동 동사도 행위(activity)의 

일종이지만 본고에서는 행위(activity)를 이동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나타내
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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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구성이라고 하면, ‘뛰어서 건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너뛰다’
의 경우 비도상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방식-이동 동
사연쇄구성에 속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뛰어가다, 뛰어내리다, 뛰어나가다, 뛰어다니다, 뛰어들다
걸어가다, 걸어나가다, 걸어다니다
달려가다, 달려나가다, 달려들다
날아가다, 날아내리다, 날아다니다, 날아들다, 날아돌다 
기어가다, 기어내리다, 기어나가다, 기어다니다, 기어들다

 
    (ㄴ). 흘러가다, 흘러내리다, 흘러나오다, 흘러들어가다, 흘러들다

굴러가다, 굴러내리다, 굴러나오다, 굴러다니다
떠가다, 떠다니다

    (ㄷ). 번갈아가다
 
제시된 앞의 구성 중 V₁은 방식을 나타내고 V₂는 이동을 나타낸다. 방식-
이동 동사연쇄구성에 쓰이는 V₁과 V₂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V₁ 자리에 오는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논의
에 따라 앞에서 제시된 구성에 쓰이는 V₁ 동사를 이동 동사(motion verb)로 
보는 경우가 있다(Levin 1993). 이러한 입장과 달리, 본고는 이들 동사가 주
로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이동은 해당 행위가 수행되는 
동시에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 V₁ 동사를 이동 동사로 보지 않고 방식 동사
로 본다. 
  그리고 (ㄱ)과 (ㄷ)류의 V₁은 유정(animacy) 주어를 취하는 데에 비하여, 
(ㄴ)류의 V₁은 무정 주어를 취하는 의미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정물을 
주어로 취하는 (ㄴ)류 구성의 V₁ 동사의 경우, ‘흐르다’와 ‘솟다’는 액체(물/
파도)가 움직이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에 비하여, ‘구르다’와 ‘뜨다’는 고체 
개체(구름/병/돌)가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V₂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자. V₁ 동사가 ‘사람 < 동
물 < 식물 < 자연의 힘(가령, 바람) < 물체 < 추상적인 사물’로 구성된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에서 어떤 등급의 유정성을 가지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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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어로 취하느냐에 따라, V₂ 이동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V₁
이 취한 주어의 유정성이 높을수록 V₂ 이동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그 
원형 의미에 좀 더 가깝고, 반면에 그 원형 의미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된
다. 예컨대 ‘뛰어가다’에서 ‘가다’는 유정 주어(사람이나 동물)의 내재적 능
력에 의한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데에 비하여, ‘(병이 물에) 떠가다’에서
의 ‘가다’는 ‘무정 주어(물체)가 외적 힘(물의 유동)에 의한 공간적 이동’
을 나타낸다.26) 
  이 부류의 구성의 V₂ 자리에 비경로 동사 중 ‘다니다’가, 경로 동사 중 
내재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형태 동사(‘들다’)와 직시 동사(‘오다/가다’) 
그리고 형태+직시 동사(‘들어가다/나가다’)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벡터 
동사의 경우, ‘날아돌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바퀴를) 돌다’를 제외하고
는 잘 쓰이지 않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V₁과 V₂의 결합 제약을 살펴보자. 대체로 방식(manner) 동
사 뒤에는 복수의 이동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V₁ 동사 뒤에 특
정한 이동 동사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흐르다’를 들 수 있다. 지구의 중력으로 액체가 위로 흐르는 일이 자연 세
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흐르다’는 ‘내리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지만, ‘오르다’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제시된 (ㄱ), (ㄴ) 그리고 (ㄷ)에서 V₁ 행
위가 V₂가 나타내는 이동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공
통적이다. 그러나 (ㄱ)과 (ㄴ)의 V₁의 경우,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수행되
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에 비해, (ㄷ)의 V₁ ‘번갈다’의 경우,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ㄷ)류 동사연쇄구성에 대
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갈아가다]

‘번갈아가다’에서 ‘번갈다’는 가는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그 방식은 가는 주

26) ‘뛰어가다’ 등에 쓰인 ‘-어 가다’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목정수(2013)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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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차례를 바꿔서 가는 것, 또는 하나의 주제가 여러 대상(장소)에 차
례대로 가는 것을 나타내며, 가는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예를 들어, 
‘걷다’가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는 것을 나타냄)을 나타내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식 동사연쇄구성에서 V₁ 동사가 모두 방식으로 해
석되지만, 구체적으로 V₂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주체나 복수의 대상과 관련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과 마찬가지로,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에도 다동사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한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뛰어들어가다, 뛰어내려가다
걸어들어가다, 걸어내려가다 
달려들어가다, 달려내려가다
날아들어가다, 날아내려가다
기어들어가다, 기어내려가다 

    (ㄴ′). 흘러들어가다, 흘러내려가다
굴러들어가다, 굴러내려가다
떠내려가다

    (ㄷ′). 번갈아 들어가다, 번갈아 내려가다

  앞에 제시된 다동사 동사연쇄구성도 형태 동사와 직시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연쇄구성이 V₂ 자리에 나타나, 방식을 나타내는 V₁ 동사와 함께 더 큰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올라가다’에 대응되는 유발 사역 이동 
동사연쇄구성 ‘올려보내다’가 있듯이,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에 대응되는 
유발 사역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도 있다. ‘(참새를) 날려보내다, (물을 
하류에) 흘려보내다, (공을) 굴려 보내다’가 그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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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방식-행위 (manner-activity) 동사연쇄구성 

  여기서 행위(activity)는 이동 동사가 나타내는 이동 행위를 제외한 나머
지를 가리킨다. 방식으로 해석되는 행위나 상태가 주사건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전형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이다. 방식-행위/이동 동사연쇄
구성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적 특징: 의미적으로 방식을 나타내는 V₁ 동사는 독립된 행위를 나타내고 
해당 행위는 V₂가 나타내는 주사건의 방식으로 해석된다. 

- 이 부류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와 V₂ 동사가 일반적으로 원래의 의미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 흔하지는 않으나, 원래의 의미대로 투명하게 쓰이지 않지만 V₁ 동사가 구성에서 나타
내는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려 맞히다’가 그에 해당
한다(‘때려 맞히다’에 대한 각주 참고).

- V₁ 동사는 V₂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되는 방식
을 나타내는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컨대,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V₁은 V₂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뛰어가다)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복수의 행위 주체와 
관련되는 방식(번갈아가다)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 이외의 방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

통사적 특징: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일반적으로 V₁)는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
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다. 

- 그리고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가 독자적으로 쓰일 때 V₂의 논항을 따로 취하여 쓰일 
수 있다. 

- 또한 가장 전형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은 V₁ 동사와 V₂ 동사가 모든 핵심 논항을 공
유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어도 하나의 핵심 논항을 공유한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그 수가 많으므로 V₂ 자리에 고빈도로 출현
하는 섭취 동사, 지각 동사, 그리고 자세 동사로 구성되는 세 종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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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연쇄구성을 통하여 동사연쇄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V₂ 
동사가 섭취 동사(ingestion verb)인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자.

[씹어먹다, 삼켜먹다, (입에) 녹여먹다]

먹는 대상이 고체인지 액체인지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음식물
이 고체인 경우 먹는 방식으로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씹지 않고 바로 목구
멍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식, 즉 삼켜 먹는 방식이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
에는 입안에서 녹여 먹을 수도 있다. 세 동사 모두 먹는 대상과 먹는 행위 
자체와 관련된 방식을 나타낸다. 
  ‘씹다’와 ‘삼키다’는 모두 ‘먹다’와 마찬가지로 섭취 동사 부류에 속한다. 
다만 ‘먹다’는 먹는 방식을 특별히 나타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섭취 동
사인데, 먹는 방식을 나타내려면 그 앞에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가 결합해
야 한다. ‘녹이다’는 ‘씹다’와 ‘삼키다’와 마찬가지로 고체인 대상을 먹는 방
식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섭취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먹다’가 참여한 방식 동사연쇄구성으로 ‘구워 먹다’류를 더 제시할 수 
있다. 먹는 대상이 날것인 상태에서 먹느냐, 익혀서 먹느냐 역시 먹는 방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먹는 대상을 익히는 방식은 아래의 예에서 V₁ 자
리에 출현하는 다양한 조리 동사로 나타낸다.

[구워먹다, 삶아먹다, 쪄먹다, 볶아먹다, 담가먹다, 튀겨먹다, 끓여먹다, 우
려먹다, 쪄먹다]

먹는 대상을 조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삶아서 먹느냐, 구워서 먹느
냐를 들 수 있다. 이때 V₁ 조리 동사는 V₂ 행위가 미치는 대상과 관련된 
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V₁이 나타내는 행위와 V₂가 나타내는 행위
가 계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긴밀성이 두 행위
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씹는 행위와 먹는 행위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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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동사 ‘먹다’ 외에 V₂ 자리에 고빈도로 등장하는 동사로 지각 동사
(perception verb)가 있다. 지각 동사란 사람의 감각 기관인 시각, 청각, 미
각, 촉각, 그리고 후각과 관련된 동사를 가리킨다. ‘보다, 듣다, 맛(을) 보
다, 만지다, (냄새를) 맡다’는 각각의 감각 기관과 관련된 동사이다. 지각 
동사 중 ‘보다’와 ‘듣다’가 V₂ 자리에 고빈도로 출현하므로 이 두 동사가 
참여하는 동사연쇄구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려보다, 째려보다, 흘겨보다, 살펴보다]

시각 동사 ‘보다’는 단순히 시각을 통한 지각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달
리, V₁ 자리에 등장한 ‘노리다, 째리다, 흘기다, 살피다’는 모두 시각과 관
련된 동사이지만 그중 ‘노리다, 째리다, 흘기다’는 주체가 어떤 대상을 못
마땅하다고 여기는 심적 태도를 추가적으로 나타내고, ‘살피다’는 보는 주
체가 어떤 대상을 자세히 본다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 이로써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시각과 관련된 동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V₁ 동사와 V₂ ‘보다’의 이러한 의미상 차이를 고려하여 전자
를 시선 동사(sight verb)27)라고 하고 후자를 시각 동사(see verb)라고 
할 수 있다.
  시선 동사 ‘노리다’와 ‘째리다’ 그리고 ‘흘기다’는 구어에서 독자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본동사로 쓰이는 용법이 성립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가). 그는 화난 눈으로 나를 노렸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장군은 적장을 집어삼킬 듯한 눈으로 째리고 돌아섰다. <표준국어대사전>
    (다). 그녀는 핼끔 눈을 흘기며 돌아섰다.<표준국어대사전>

‘노리다’와 ‘째리다’ 그리고 ‘흘기다’가 V₁ 자리에 나타날 때, 보는 행위 자
체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는 행위를 수행할 때 수반되
는 주체의 감정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27) Levin(1993)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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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다’도 ‘가다’와 마찬가지로, V₂ 자리에 올 때 V₁ 동사가 복수
의 주체와 관련된 방식을 나타내는 구성도 있다.

[(책을) 돌려보다]

여러 명이 하나의 대상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하나의 책을 차
례대로 보느냐, 각각 한 권씩을 가지고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돌려보다(차례로 전하여 읽다)’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V₁ 
‘돌리다’는 ‘번갈아가다’에서의 ‘번갈다’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주체가 V₂ 행
위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자세 동사가 V₂ 자리에 나타나는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
을 살펴보자. 자세 동사(posture verb)로는 ‘앉다’, ‘서다’, ‘눕다’ 등을 들 
수 있다. V₂ 자리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앉다’가 참여하는 ‘꿇어앉다’를 예
로 들어 살펴보자.

[꿇어앉다]

‘꿇다’와 ‘앉다’는 모두 자세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동사연쇄구성은 자
세 동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연쇄구성이다. ‘꿇어앉다’는 무릎을 구부
려 바닥에 대고 앉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때 꿇는 행위는 앉는 행위 자체
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주체와 관련된 방식보다 앉는 행위 자체의 수행 방식을 나타내는 V₁ 동
사는 주사건을 표상하는 V₂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의미적 긴
밀성은 두 가지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가 동시에 출현할 때 행위 자체와 
관련된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가 V₂와 더 가까운 위치에 출현한다는 점에도 
반영된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관리들은 어수선하게 물건들을 안고 대청으로 올려바쳤고 송사의 피고인들은 계단 
아래 둘러 꿇어앉았다. <삼국지3: 정사 비교 고증 완역판, 나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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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₁과 V₂ 행위의 시간적 긴밀성 
(긴밀성은 ‘+++, ++, +’ 세 가지 
단계로 나뉨)

V₁이 V₂ 행위 자체가 수행되는 방
식을 나타내는지 여부 (○/×)

날아가다 +++  ○
꿇어앉다 ++  ○
구워먹다 +  ×
번갈아가다
돌려보다 ?  ×

  위 예문에서 보듯이 앉는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꿇다’
는 ‘앉다’의 바로 앞에 오고 복수의 주체와 관련된 방식을 나타내는 ‘두르
다’는 ‘꿇다’의 앞에 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 동사연쇄구성은 ‘V₁과 V₂ 행위의 시간적 긴밀성’
과 ‘V₁이 V₂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지 여부’, 두 점에 있
어서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날아가다’가 나타내는 두 행위는 동시
에 일어난다. 따라서 두 행위 간의 시간적 긴밀성은 가장 높은 단계인 
‘+++’이다. ‘꿇어앉다’가 나타내는 두 행위는 계기적으로 일어나지만, 두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봐도 무
방하다. 그래도 두 행위 간의 시간적 긴밀성은 ‘날아가다’보다 떨어지므로 
‘++’이다. ‘구워 먹다’가 나타내는 두 행위는 일반적으로 ‘꿇어앉다’가 나
타내는 두 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보다 좀 더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
나므로, 두 행위 간의 긴밀성을 ‘+’로 표시할 수 있다. ‘번갈아가다’와 ‘돌
려보다’는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는 두 개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
로 두 행위 간의 시간적 긴밀성을 따지기 어렵다. 
  그리고 표에 제시된 구성 가운데, ‘날아가다’와 ‘꿇어앉다’는 V₂ 행위 자
체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 비해, ‘구워 먹다’와 ‘번갈아가다’는 각
각 V₂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처리하는 방식과 복수의 주체와 관련된 방식
을 나타낸다.
  대체로 V₁이 V₂ 행위 자체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면 V₂와 동시에 일
어나거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V₂ 행위 자체가 진행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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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외의 다른 방식을 나타낼 때 V₁과 V₂ 간의 시간적 긴밀성이 떨어지거
나 시간적 긴밀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방식 동사연쇄구성에서, 방식을 나타내는 V₁ 동사는 모
두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고 있다. 물론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인데 V₁이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b)의 
경우에 속한다. 아래 살펴볼 ‘쏘아보다’와 ‘스쳐보다’가 그 예다. 

[쏘아보다, 스쳐보다]

두 구성의 V₁ 동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가). 손님들은 골패 짝을 상 모서리에 엎어 놓고 일제히 석림에게로 시선을 쏘는   
      것이었다. <이기영, 봄>
(나). 사내 쪽엔 거의 눈길도 스치지 않고 있는 젊은이의 대꾸에 그는 비로소 어    
      떤 결심이 내려진 모양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쏘다’는 원래 ‘활이나 총 등을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발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은유적 의미 확장을 거쳐 ‘시선으로 상대편을 매섭게 공격하
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8가)에서 보듯이 ‘쏘다’가 독자적으로 쓰이는 용
법이 흔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스치다’는 원래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로 동사인데 나중에 시각 
동사 ‘보다’와 함께 쓰여 ‘시선이 훑어 지나가다’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스치다’의 이러한 의미는 사전에 등재되었으나, 구어에서는 단독
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한 문체에서 독자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쏘다’와 ‘스치다’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 이들 동사는 ‘눈길/시선/
빛’ 등과 제한적인 대상과만 공기할 수 있다. 그리고 ‘쏘다’와 ‘스치다’는 
기원적으로 시각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살펴보다, 흘겨보다, 째려보다, 
노려보다’의 V₁ 동사와 다르다. 
  그러나 ‘(시선을) 쏘다’와 ‘(눈길을) 스치다’는 ‘흘기다, 째리다’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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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모두 약하게나마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들 구성과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이 보이는 의미적 특징상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두 구성 모두 방식 행위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고자 한다. 

3.1.2.3. 사건 논항 (event argument) 동사연쇄구성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흔히 제시되는 파마
어(Paamese language)의 예를 살펴보자.

Paamese
(9) Kihulin ato kail hemal.
    (ki-hulii-nV atoo kaile he-malu) 
    2SG:DIST.FUT-count-OBJ chicken PL 3SG:DIS.FUT-be.correct 
    Count the chickens correctly! lit. you count chickens, it be correct.             
    ‘닭을 정확하게 세!’                             (Crowley 2002:42)

위 예문(9)에서, V₂ 동사 malu ‘be correct’가 상태 동사이다. 그는 2인칭 
단수 표지를 취하는 V₁ 동사 hulii ‘count’와 달리, 3인칭 단수 표지를 취하
고 있다. 이 언어에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상태 동사 V₂는 
V₁ 동사가 어떤 인칭 논항 표지를 취하는가와 상관없이 항상 3인칭 단수 
표지를 취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V₂ malu는 V₁ 동사 hulii 
‘count’와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공유하지 않는다. 
  Crowley(2002:42)에서는 위 예문에서 V₂ 동사 malu ‘be.correct’는 특
정 사건 참여자와 관련을 맺지 않고 단지 세는 행위를 진행하는 방식 ‘정
확하게’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V₂가 주어를 가진다면 V₁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전체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파마어는 2.1에서 논의된 야미어(Yami language)와 마찬가지로 모두 오스
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 language family)에 속하는 언어다. 이 어족의 
언어들은 부사 부류를 매우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언어에서 방식 부
사(manner adverb)로 나타내는 의미(‘빨리’ 등)는 이 어족의 언어에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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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태 동사로 나타난다. 앞에 제시된 동사연쇄구성도 이 같은 사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count-be.correct’류의 동사연쇄구성을 가리켜 Crowley(2002)에서는 ‘ambient 
serial verb construction’라고 부른다. 이 부류 동사연쇄구성의 특징은 V₁ 동사가 
어떤 독립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 논항처럼 V₂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전반을 수식하는 것이다. Aikhenvald(2018)에서는 이러한 동사연
쇄구성에서 V₁ 동사가 V₂ 사건 전반을 수식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이를 사건 논
항(event argument) 동사연쇄구성이라고 불렀다. 
  V₁의 기능을 고려할 때 ‘날아가다’와 같은 동사연쇄구성도 V₁ 행위가 V₂ 행
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도 
사건 논항(event argument)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ikhenvald(2018:69)에서 타리아나어(Tariana language)의 사건 논항 동사연
쇄구성을 제시할 때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고는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까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 포함시키지
는 않는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Crowley(2002)에
서는 제시한 ‘ambient serial verb construction’과 동일하다.
  한국어는 부사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언어와 
다르다. 그러나 V₁-어+V₂ 구성에서 V₁ 동사가 본래의 의미로 독립된 행위
나 상태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쓰여, 마치 부사어 논항처럼 V₂ 사건이 진
행되는 방식(양상/모습)을 수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훔쳐보다’를 예로 들
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훔쳐보다’에서 ‘훔치다’의 경우, 원래 훔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훔쳐보다’에서는 ‘몰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 ‘몰래’의 의미를 나
타내는 ‘훔치다’는 ‘정확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be.correct’와 마찬가지
로, 의미적으로 부사어 논항처럼 나머지 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전반을 
수식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한국어의 V₁-어+V₂ 구성 가
운데 ‘훔쳐보다’처럼 V₁이 독립된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V₂ 사건이나 상태
가 수행되는 방식(모습/양상 등)을 나타내는 구성을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
성으로 보고자 한다. 
  행위 동사가 동사연쇄구성에 쓰여 부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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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nit(2006)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Solnit(2006:155)에서는 Kayah Li어에
서 동사에 후치되는 첨사(postverbal particle) ho ‘secretly/sneakily’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V₁-V₂[ho]’의 V₂ 동사 ho ‘to steal’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의미적 특징: V₁ 동사가 독립된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의미적으로 V₂가 
진행되는 방식(상태/양상/모습)을 나타내, V₂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전반을 수
식한다.

-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 중 일부가 원래 행위 동사이지만, 동사연
쇄구성에 쓰이면서 상태/양상/모습 등 정태(靜態)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V₁ 
동사에 일어난 이러한 의미 전이는 비유의 기제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비유의 기
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 쓰일 때, V₁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전에 등재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에 등재된 경우, 본래의 의미를 나타
낸 동사와 같은 표제어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서 
V₁가 나타내는 의미가 본래 의미와 거리가 멀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
님을 보여준다. 

통사적 특징: 일반적으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서 V₁ 동사가 V₂와 동일한 
주어 논항 또는 주어 논항과 목적어 논항을 취하여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보통 V₂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사
적 특징은 V₁의 의미적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V₁ 동사는 의미적으로 V₂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진행되는 상태/양상/모습
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고, V₂의 주어와 목적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V₂ 동사와 논항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 V₁ 동사가 구성에서 나타낸 의미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 수용성에 있어서 정도성의 차이(매우 낮은 것부터 
자연스러운 것까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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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과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모두 방식 동
사연쇄구성이라는 점은 같지만, 방식을 나타내는 V₁ 동사가 해당 구문에서 
나타낸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
이를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의 경우, V₁ 동사가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
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는 V₁ 동사가 독립된 행위를 형성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때 V₁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V₂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의 경우, 대체로 V₁ 동사가 전이된 의미로 쓰이고 
있고,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로는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때 V₁ 동사
는 비행위성 동사나 부사어 논항이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문장에서 V₂
가 나타낸 사건 전반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서는 V₁ 동사가 확장 의미로 쓰인다. V₁이 나
타내는 확장 의미가 그 본래 의미와 관계가 멀어진 경우도 있고 원래의 의
미와 관계가 밀접한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3.1. V₁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관계가 떨어진 경우
  
  이 부류의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서 V₁ 동사가 확장 의미로 쓰이는
데 해당 확장 의미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퍼마시다’와 
‘때려 마시다’, ‘두드려 깨우다’, ‘때려 맞히다’, 그리고 ‘눌러 살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우선 ‘퍼마시다’의 예를 보자.

[퍼마시다]

‘퍼마시다’가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가). 주말에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오직 술을 퍼마시고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는 것
      이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요한 하리>
(나). *주말에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오직 술을 푸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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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다’는 원래 어떤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액체 등을 도구로 떠내는 것을 
나타내는데, 앞의 예문에 쓰이는 ‘퍼마시다’는 ‘많이 마시다’의 의미를 나타
내고 ‘퍼-’는 ‘많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0나)에서 보듯이 ‘푸다’는 
혼자서 쓰일 때 ‘많이’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이때 V₁은 술을 마시는 행
위가 진행되는 모습이나 양상을 나타낸다. 
  ‘(돈을) 퍼주다’에서의 ‘퍼-’가 또한 마찬가지다. ‘퍼주다’가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언론에서는 저 남조선 진보정당이 북한에 돈을 퍼주네 어쩌네 하면서…<웹>

(11)에 쓰인 ‘퍼주다’는 ‘아낌없이 많이 주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퍼
-’가 또한 ‘많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푸다’는 단독으로는 ‘많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지만, ‘퍼마시다’와 ‘퍼
주다’ 구성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가). 그때만 해도 20대였던지라 밤샘 근무를 끝내고 바로 요가원에서 운동도 하  
      고 낮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밤에는 술도 펐다. <웹>
(나). ‘한국연구재단’은 자주파 학문에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억대의 돈을 펐다.    
      <웹>

V₁ 동사가 혼자서 ‘V₁-어+마시다/주다’ 구성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은 V₁ 동사 ‘푸다’가 그와 함께 쓰이는 V₂ 동사 ‘마시다/주다’의 의미를 흡
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진호(2015)에서 말한 문맥 의
미의 흡수(absorption of contextual meaning)에 해당한다. 다만 (12가)의 
경우, ‘퍼마시다’가 ‘많이 마시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취하는 목적어가 ‘술’
뿐인 듯하다. 이 경우 ‘술을 퍼 마시다’에서 ‘푸다’가 ‘마시다’의 의미를 흡
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가 
마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시다’의 정보 부담량이 적어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어서 ‘때려 마시다’의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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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 마시다]

(13) 몸이 무겁고 늘어져서 뜨끈한 라떼에 유기농 바닐라 설탕 반 스푼 넣어서 때려마
시니까 이제야 정신이 드는 느낌. <웹>

‘때리다’는 원래 ‘주먹이나 몽둥이 같은 것으로 무자비하게 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13)에서 보듯이 나중에 ‘마구/함부로/막 (하다)’ 정도의 의미
를 나타내어 V₂ 행위가 진행된 양상/모습을 나타낸다.
  ‘때리다’는 ‘마구/함부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를 ‘(남의 돈을) 때려 
쓰다’, ‘(양파를 다져서) 때려 붓다’, ‘(야채를 썰어서) 때려 넣다’와 같은 
표현을 더 들 수 있다. 
  ‘때리다’처럼 타격 동사(hit verb)인데, ‘막/함부로 (하다)’의 의미를 나타
낸 동사로 ‘두드리다’를 더 들 수 있다. ‘두드려 깨우다’를 예로 들어 살펴
보자.

[두드려 깨우다]

‘두드려 깨우다’가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4) 순이는 자는 아이를 두드려 깨워 새벽길을 나섰다. <표준국어대사전>

‘두드리다’는 원래 ‘소리가 나도록 여러 번 치거나 때리다’의 의미를 나타
내는데, ‘두드려’의 형태로 ‘깨우다’ 등과 함께 쓰여 ‘마구/함부로 (하다)’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구/함부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 ‘두드리다’의 
이러한 용법은 ‘두드려 패다, 두드려 부수다, 두드려 때리다’와 같은 표현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구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때리다’와 ‘두드리다’는 해당 의미로 V₁
-어+V₂ 구성을 형성하는 데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미가 한국어에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처(<치어)먹다’와 ‘처(<치어)넣다’에서의 ‘치-’가 ‘쳐부
수다’에 쓰인 ‘공격하다’의 의미를 나타낸 ‘치-’와 같은 어원이라면, ‘처넣
다’에서의 ‘치-’도 타격 동사가 나중에 ‘마구/함부로 (하다)’의 의미를 나타
내게 된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접두사 ‘처(<치어)-’는 ‘마구 먹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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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 ‘쳐먹다’와 ‘쳐넣다’의 V₁ 동사에
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려 마시다’와 달리, ‘때려 맞히다’에서 ‘때리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때려 맞히다]

우선 ‘때려 맞히다’가 쓰이는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가). 대충 뜻을 때려 맞히자면 ‘금방 무슨 소리에요?’라는 뜻이다. <사자의 새벽,  
      성규>
(나). ?대충 뜻을 때리자면 ‘금방 무슨 소리에요?’라는 뜻이다. 

‘때려 맞히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추측으로 넘겨짚어서 정답을 
맞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때리다’는 ‘추측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때리다’는 이러한 의미로는 단독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듯하다.28) 
  다음으로 존재 동사가 V₂ 자리에 쓰인 ‘눌러 살다’를 살펴보겠다.
 
[눌러 살다]

‘눌러 살다’가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가). 내가 그 여자한테 미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곳에 눌러 살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웹>
(나). *이곳에 누를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28) ‘때리다’는 일부 화자들에게 ‘추측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그 
문제 때렸는데 운 좋게 맞았어.”와 같은 쓰임이 가능한데, 이때 ‘때리다’는 어떤 화자
에게는 ‘추측하다’의 의미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자의 
경우에는 ‘때려 맞히다’에 대해 다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추측한 결과로 
정답을 맞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때려 맞히다’를 결과 동사연쇄구성으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추측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방식-
행위 동사연쇄구성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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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누르다’는 ‘계속 머물러 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누
르다’는 행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곳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나
타내고 있다. (16나)에서 보듯이 이 의미를 나타내는 ‘누르다’가 통사적으
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고, 보통 다른 동사(‘살다’나 ‘앉다’)와 같이 쓰여
야 한다. 
  ‘눌러 살다’에서 ‘누르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눌러보다’와 ‘눌러듣다’에서 
‘누르-’가 나타낸 의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눌러보다’와 ‘눌러듣다’에
서 ‘누르다’는 원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다’ 정도의 은유적 의
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참으면서 듣다 보면, 듣는 행위가 계속 이어진
다. ‘눌러보다’ 등 구성에서 ‘누르-’가 이후 ‘계속 ~하다’의 의미로 해석되
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계속 ~하다’의 의미는 ‘누
르-’의 비유적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속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누르-어+V₂’의 사례가 더 있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누르-’는 특정한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도 ‘계
속 ~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눌러 살다’에서의 ‘누르-’는 
그러한 용법으로 쓰이는 예다. 그리고 ‘(살을) 눌러 빼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누르다’의 용법은 
한국어에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중 V₁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는 그 본래 의미와 멀어져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들 구성에서 V₁이 나타내는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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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2. V₁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여기서 살펴볼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의 V₁은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확장 의미는 V₁의 본래 의미를 환기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의미
와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 ‘훔쳐보다’, ‘늘
어앉다’, ‘둘러말하다’, ‘건너듣다’, ‘굴러듣다, 주워듣다’, 얻어듣다’,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 떠다니다’ 그리고 ‘누워지내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V₂ 자리에 지각 동사가 오는 ‘훔쳐보다’를 보자.

[훔쳐보다]

‘훔쳐보다’가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가). 이 사이에 민이와 민이 할아버지는, 도둑고양이처럼 얼른 가게 안을 훔쳐보
았습니다.

     (나). *민이와 민이 할아버지는 얼른 가게 안을 훔쳤다.

이때 ‘훔쳐보다’에서의 ‘훔치다’는 ‘(어떤 일을) 몰래 하다’ 나 ‘몰래’ 정도
의 의미를 나타낸다. ‘훔치다’의 품사가 동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몰래 하
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사적 의미 ‘몰래’로 
파악해도 무방하다. (17나)에서 본 바와 같이 ‘훔치다’는 ‘몰래’의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다. 
   ‘훔쳐V₂’ 구성에서 ‘훔치다’가 나타내는 ‘몰래’의 의미는 아직 정착된 것
이 아닌 듯하다. ‘훔쳐듣다’와 같은 표현의 경우,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
긴 하나, 아직 정착된 표현까지는 아닌 듯하다. ‘몰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훔치다’의 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어서 V₂ 자리에 자세 동사가 오는 ‘늘어앉다’의 예를 살펴보자.  

[늘어앉다]

‘늘어앉다’가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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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거기에는 바다 쪽으로 많은 여자들이 늘어앉아서 먹을 것들을 팔고 있었다.
(나). *많은 여자들이 늘었다. 

‘늘-’은 일반적으로 물체의 길이나 넓이, 수나 분량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 
구성들에서 ‘늘-’은 ‘공간적 길이(spatial length)의 증가(길게 배열하다)’
의 의미를 나타내고 ‘늘다’는 앉는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
수의 주체가 어떻게 줄을 서는지와 관련된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늘다’는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고, 흔히 ‘있다/서다/앉다’ 등 다
른 행위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쓰인다. 
  ‘훔쳐보다’와 ‘늘어앉다’ 두 구성에서 V₁의 의미가 비유적 기제(은유/환
유/제유)에 의해 생긴 것인지 그리 명확하지 않다면, 아래에 살펴볼 구성
들의 V₁의 의미는 비유적 기제(은유)에 의해 생겼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둘러말하다’, ‘건너듣다, 굴러듣다, 주워듣다, 
얻어듣다’, 그리고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 떠다니다’와 ‘누워지내다’를 살
펴보도록 한다. 

[둘러말하다]

‘둘러말하다’가 쓰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가). 다만 사고가 일어난 곳이 사설 구역이므로 이후의 문제는 관리 업체의 소관  
      이라고 둘러 말했다. <서울신문>
(나). 왜정 말기에 학교 가장자리를 따라 사방을 빙 둘러가며 기다랗게 파놓은 참  
      호 모양의 구덩이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
(다). 또 자동차에 장착된 위성항법 시스템은 차량위치와 방향은 물론, 막힌 곳을  
      둘러가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두르다’는 (19나)에서 보듯 원래 ‘가장 자리를 돌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
내는 경로 동사인데, 나중에 (19다)와 같이 ‘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다’와 
같은 비은유적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이때의 ‘돌다’는 여전히 이동
의 경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비은유적 확장 의미가 은유적 의미 확장을 거
쳐, (19가)에서와 같이 ‘간접적으로 (무엇을 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 94 -

있다.
  그 다음으로 V₂ 자리에 지각 동사 ‘듣다’가 참여하는 구성을 보자. 

[건너듣다], [굴러듣다], [주워듣다, 얻어듣다]

우선 이 구성들이 쓰이는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가). 마침 장날이라 장에 온 외숙모가 호들갑스럽게 어머니에게 쏟아놓는 말을 무
           심코 건너듣게 되었다.

(가′). *외숙모가 어머니에게 쏟아놓는 말이 건넜다.
(나).  괜히 영양가 없는 소리들이나 주워듣는 것밖에 더 있어?”
(나′). *영양가 없는 소리들이나 주운 것밖에 더 있어?
(다). 오일로는 제대로 클렌징이 안 된다...라는 어디선가 굴러들은 루머에 오일을  
      멀리 했었는데요. <웹>
(다′). *어디선가 구른 루머에 오일을 멀리 했었는데요.
(라). 미국에서의 고모부의 가정생활도 순탄치 못하다는 걸 얻어듣게 되었다.
(라′). *미국에서의 고모부의 가정생활도 순탄치 못하다는 걸 얻었다.

네 구성은 모두 V₁ 동사에만 비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20가′, 
나′, 다′, 라′)에서 보듯이 V₁ 동사는 단독적으로는 이 같은 비유적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각 구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너다’는 기원적으로 ‘무엇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 맞은편으로 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건너듣다’에서는 ‘소식이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은유적 의미 확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굴러듣다’는 ‘여기저기서 옮겨다니면서 어떤 소식을 듣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르다’는 원래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 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굴러듣다’에서 사람이 여기저기서 옮겨다니다’ 정도의 은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주워듣다’는 ‘귓결에 한마디 씩 얻어듣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줍
다’는 원래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집는 행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추
상적인 대상인 소식에 쓰여 ‘추상적인 소식을 알게 되다’와 같은 의미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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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듣다’의 경우 ‘얻다’는 원래 ‘남이 주는 물건을 받아서 가지다’의 의
미를 나타낸다. 다양한 V₁-어+V₂ 구성에 쓰이면서 남이 주는 물건이 아
니라 ‘어떤 소식을 획득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다’ 정도의 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얻어듣다’는 ‘주워듣다’와 유의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경험주(experiencer) 주어의 의지
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맥락상의 함축이 ‘굴러듣다, 
얻어듣다, 주워듣다’에 흡수되어 구성 전체가 ‘우연히’와 같은 의미를 나타
내기도 한다.
  네 개의 구성에서 V₁ 동사는 모두 방식을 나타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
떤 방식을 나타내는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건너듣다’에서 ‘건너다’는 소
식의 기원을 나타내고, ‘굴러듣다’에서 ‘구르다’는 어떤 소식을 여기저기 다
니는 과정에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내고, ‘주워듣다’와 ‘얻어듣다’에서 ‘줍다’
와 ‘얻다’는 어떤 소식을 남의 대화 내용을 무심코 들음으로써 알게 된 것
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V₁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
로, 필요에 따라 함께 출현할 수도 있다.

(21) 기껏해야 남들이 인터뷰한 것을 한 다리 건너서 주워듣고 기사를 작성하는 정도였
다. <세계로 간다! (11권), 주치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은 V₁이 확장 의미로만 구성에 쓰이는 경우다. 이들
과 달리, 어떤 구성은 그의 V₁ 동사가 본래의 의미로도, 확장 의미로도 방
식 동사연쇄구성에 쓰인다. ‘굴러다니다, 떠다니다’와 ‘누워지내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 떠다니다]

우선 두 구성이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가). 그는 잠자코 술잔만 바라보고 있더니, “지방으로 떠다니는 장사꾼이죠, 뭐.”
           하고 싱겁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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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젠 평생을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초라하고 추악하고 더럽게 인생을 마감하
           겠지. 

‘떠다니다’는 원래 물체가 공중이나 물 위에 떠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나타
내고 ‘굴러다니다’는 물건 등이 일정한 자리에 있지 않고 데굴데굴 구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나중에 ‘떠다니다’와 ‘굴러다
니다’는 사람에 쓰이면서 V₁ 동사에 비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나, 사람이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옮긴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떠다니다’와 ‘굴
러다니다’의 이러한 용법은 (22가)와 (22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유적 의미로 쓰이는 V₁ 동사는 무정 주체와 관련된 사건(물체가 (공중
에) 뜨는 사건이나, 여기저기서 구르는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것에서 유정 
주체가 V₂ 행위를 수행하는 양상이나 모습(‘정처 없이 (~하다)’)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의미적인 역할이 바뀌었다. 특히 ‘굴러다니다’의 경우 사람
에 쓰이면서 화자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까지 나타낸다.
  V₂ 자리에 존재 동사가 오는 ‘누워지내다’ 또한 마찬가지다. 이 구성이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으로 쓰이는 예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쓰
이는 예를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가). 한 연구에 의하면 침상에 누워지내는 어르신에게 욕창이 생길 위험이 약
           38%라고 하며, 와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욕창의 위험도는 높아진다. <경남
           신문, 2017-08-07>

(나). 일할 생각을 해야지, 넌 허구한 날 그렇게 누워지내기만 할 거니? <고려한
           어대사전>

(23가)의 ‘누워지내다’는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이고 (23나)의 ‘누워지내
다’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다. ‘누워지내다’는 (23가)에서는 누운 자
세를 취한 채 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23나)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지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예문에서 V₂ 동사 ‘지내다’는 여전히 
본래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V₁ 동사인 ‘눕다’에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나, 삶을 살아가는 양상이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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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은 V₁ 동사가 일
반적으로 원래 의미대로 쓰여 독립된 행위를 나타내고, 해당 행위가 V₂ 행
위나 상태가 진행/지속되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의미적 특징을 보이며, V₁이 
해당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 독자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통사적 특징
을 보인다.  
  이와 달리 사건 논항 구성은 V₁이 확장 의미로 쓰여, 독립된 행위를 나
타내지 않고, 그 대신 V₂ 행위나 상태 전반이 수행되는 상태/양상/모습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특징을 보이고, V₁이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는 독자
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부류에 
해당되는 구성의 예들을 통해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미적 특징에 있어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과 일치하고, 통사
적 특징에서 방식-이동/행위 동사연쇄구성과 일치를 보이는 구성 또한 존
재한다. 즉 어떤 구성은, V₁이 V₂의 행위/상태가 수행되는 상태/양상/모습
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특징을 보이면서, 통사적으로 V₁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통사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단, 제한적인 문맥에서 가능하다.
  이 부류의 구성을 의미적 특징에 따라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지, 통사적 특징에 따라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으로 볼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죽어지내다, 눌려살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죽어지내다, 눌려살다]

두 구성이 쓰이는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가). 아내에게 기가 꺾여 죽어지낸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나는 당신 기세에 눌려 살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

예문에서 ‘죽다’와 ‘눌리다’는 모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힘이나 규
제가 가해지다’와 같은 은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두 동사는 이러한 은
유적 의미로 독자적으로도 쓰인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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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 교코 말이 타당해서 야스히코는 기세가 눌렸다. <무코다 이발소, 오쿠다 히데오>
     (나). 그래서 전 중1, 2학기 때 그 아이에게 기가 죽었었습니다. <웹>

‘눌려살다’와 ‘죽어지내다’와 같은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가 상태를 나타
내어 V₂ 상태가 진행되는 양상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사건 논항 동사연쇄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V₁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방
식-행위/이동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에 가깝다. 의미적 특징과 통사
적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
이 다를 수 있는데, 본고는 V₁의 의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 부류의 구성
을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3.1.2.3.3.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과 잉여표현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중 V₁은 확장 의미로 쓰여 V₂ 행위나 상태가 
수행되는 방식(양상/모습)을 나타낸다. 화자들이 V₁이 나타내는 확장 의미
를 더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V₁의 앞에 그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
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몇 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킨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
(나). 대개 다른 집은 메뉴판에 있는 정체모를 한자들을 보고 추측해 때려맞혀 먹  
      는 재미가 있지만 그런 재미에 흥미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재미를 맛봐도 괜  
      찮을 것 같다. <웹>
(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지인을 통해 건너들은 적이 있었다. <테  
      미안 2, 카르마이>
(라). 우리는 다정한 성격이라 가족과 친구, 배우자, 자녀에게 너무 많이 퍼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주디스 올로프 >
(마). 그래서 차라리 끈에서 벗어나고자 했더니 정처 없이 떠다니는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눈물이 마르는 시간, 이은정>
(바). 그나저나 여기서 계속 눌러 살 생각인가? <무정십삼월 2,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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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보다’의 V₁ 앞에 ‘몰래’, ‘때려 맞히다’의 V₁ 앞에 ‘추측하다’, ‘건너
듣다’의 V₁ 앞에 ‘(사람을) 통하다’, ‘퍼주다’의 V₁ 앞에 ‘(너무) 많이’, ‘떠
다니다’의 V₁ 앞에 ‘정처 없이’, ‘눌러 살다’의 V₁ 앞에 ‘계속’이 쓰이는 것
이 그 예다.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잉여표현이라고 한다(석혜매 2018:53). V₁ 동사의 앞에 
결합하는 표현이 X라고 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X”라고 한다면, 
(26)에 제시된 잉여표현은 ‘X(“X”) + [V₁(“X”)-어+V₂]’의 형식을 지닌
다. 예문에서 보듯이, X자리에 V₁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몰래’, 
‘계속’)가 올 수도 있고 V₁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도 있
다.
  이러한 잉여표현이 사용되는 동기는 화자가 V₁의 확장 의미를 더욱 뚜
렷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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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단 (means) 동사연쇄구성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단(means)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
법 또는 그 도구’로 정의하고 있고, 방식(manner)을 ‘일정한 방법이나 형
식’으로 정의하였다. 두 정의에 따르면 수단과 방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의상의 공통점은 방식
과 수단을 깔끔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두 개념을 최대한 구분하여 동사
연쇄구성을 살펴보는 입장을 취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수단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
떤 사람을 죽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사람을 굶기거나 물에 빠뜨
리는 행위 역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굶겨죽이다’, ‘(물에) 빠뜨려 
죽이다’와 같은 구성이 수단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단의 정의에서 보듯이, ‘수단’은 ‘도구(instrument)’를 가리
키기도 한다. 따라서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할 
때 반드시 특정한 도구를 필요로 한다면, 해당 동사를 수단 동사로 볼 수 
있다. ‘(숟가락으로) 뜨다’가 그 예다. 만약에 해당 도구가 V₂ 행위를 수행
할 때도 쓰이는 도구이기도 한다면, 두 동사가 형성하는 V₁-어+V₂ 구성은 
또한 수단 동사연쇄구성이다. ‘(수저로) 떠먹다’와 ‘(칼로) 찔러죽이다’가 그 
예다. 
  ‘뜨다’와 ‘찌르다’와 같은 수단 동사는 통사적으로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29) ‘NP(도구)로’를 취하여 ‘NP(도구)로 V’와 같이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수단 동사연쇄구성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V₁-어+V₂ 구성 중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도구가 V₂ 
행위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해당 도구가 V₂ 행위나 상태를 변
29)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s)에 대하여 Pustejovsky(1996:6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Parameters which participate in the logical expressions in the qualia, but 
which are not necessarily expressed synt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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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떠먹다’가 그 예다. 
  둘째는 V₁과 V₂의 의미적 관계에서, V₁이 V₂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해석되고,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특정한 종류의 도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굶겨죽이다’가 그 예다. 
  셋째는 V₁과 V₂의 의미적 관계에서 V₁이 V₂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
용되는 수단으로 해석되고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특정한 도구를 반드시 필
요로 하는 경우이다. ‘찔러죽이다’가 그 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V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V₂가 나타낸 상태의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의미를 추가적으
로 나타낸다. 
  여기서 도구와 관련하여 짚어둘 점이 하나 있다면, V₁-어+V₂ 구성 중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구성이 모두 수단 동
사연쇄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삶아먹다’에서 삶는 행위를 수
행할 때에는 요리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요리 도구는 먹는 행위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삶아먹다’는 수단 동사연쇄구
성 ‘떠먹다’와 차이를 보인다. 
  수단 동사연쇄구성은 방식 동사연쇄구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차이는 주로 구성 요소들이 나타내는 사건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있다. 방
식 동사연쇄구성에서 V₁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V₂ 동사가 나타내는 사
건이 진행되는 방식을 수식한다. 전형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침
대에) 누워지내다’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를 들 수 있다. 이
들 구성의 V₁은 V₂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
나, V₁이 V₂의 지내는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이와 반대로 ‘굶겨죽이다’와 ‘찔러죽이다’와 같은 구성은 어떤 사람을 죽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굶기는 것’과 ‘찌르는 것’ 등의 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도구를 반드시 
요구하는 동사가 참여하는 수단 동사연쇄구성의 경우, V₁ 행위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V₂ 행위를 수행하거나, 그 도구로 V₁ 행위를 수행함
으로써 V₂가 나타낸 상태의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각각의 



- 102 -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숟가락으로) 떠먹다’와 ‘(칼로) 찔러죽이다’를 들 
수 있다. 방식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이러한 의미적 관계까
지 나타낼 수 없다.
  수단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 이동 동사가 오느냐 일반 행위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 수단 동사연쇄구성을 수단-이동 동사연쇄구성과 수단-비 
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이동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볼 때 
V₂ 자리에 살해 동사(kill verb)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Ⅰ. 수단-이동 동사연쇄구성 

  사람이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버스/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이
다. 한국어에서 발로 이동하는 것은 동사 어근 ‘걷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사 어근으로는 잘 표현
할 수 없고, ‘(~을/를) 타고/몰고 가다’와 같은 구성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즉,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의미는 V₁-어+V₂ 구성으로는 일반적
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예외가 없지 않다. ‘날
아오다’의 예를 보자. 

[날아오다]

‘날아오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때 ‘날다’를  
특정한 종류의 도구(비행기)를 요구하는 동사로 볼 수 있다. 

  ‘비행기’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모두 ‘(-을/
를) 타/몰-고+V₂(오다/가다)’ 구문으로 표현한다. 이 구문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을/를) 타/몰-고+V₂(오다/가다)]

연결어미 ‘-고’는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느슨한 두 사건을 연결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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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어미로, 통사적 긴밀도가 떨어지는 어미다. 그런데 V₁이 수단, V₂가 
주사건을 나타내는 ‘차를 타/몰고 가다’와 같은 표현은, 사건 통합이 일어난 
매크로 사건을 나타낸다. 매크로 사건에 통사적 긴밀도가 떨어지는 ‘-고’가 
쓰이는 것은 통사적 긴밀도가 사건 통합의 긴밀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사적 정의 기준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에서 제외할지, 의
미적 정의 기준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으로 처리할지에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적 기준에 더 비중을 실어 ‘(-을/를) 타/몰-고
+V₂ (오다/가다)’ 구성을 ‘날아가다’와 마찬가지로 수단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고자 한다.
 
Ⅱ. 수단-살해 (means-kill) 동사연쇄구성 

  살해 동사 ‘죽이다’는 매우 높은 빈도로 V₁-어+V₂에 참여하는데, 이 동
사가 참여하는 수단 동사연쇄구성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죽이다’와 함께 
수단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하는 동사로는 ‘찌르다, 쏘다, 치다, 때리다, (물
에) 빠뜨려죽이다, 굶겨죽이다’를 들 수 있다.  

[찔러죽이다, 쏴죽이다, 때려죽이다, 쳐죽이다, (물에)빠뜨려죽이다, 굶겨죽
이다] 

‘(끝이 뾰쪽한 도구로) 찌르다’와 ‘(총으로) 쏘다’는 의미상 반드시 특정한 
모양이나 종류의 도구를 필요로 하는 수단 동사이다.30) ‘때리다’와 ‘치다’
30) ‘찌르다’와 ‘쏘다’와 같은 수단 동사는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영어의 수단 동

사의 예로 scoop와 stab을 들 수 있다. 동사 scoop는 본래 ‘숟갈’과 같은 중간에 깊
이 파인 도구를 가리키는 도구 명사인데, 환유적 의미 확장(‘INSTRUMENT for 
ACTION’)을 거쳐 ‘뜨다’나 ‘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 stab
의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찌르는 행위를 수행할 때는 ‘칼 등 끝이 뾰족한 도구’와 
같은 도구를 필요로 한다. scoop와 stab은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할 때 도구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후자는 특정 도구의 이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에서 전자와 다르다. 한국어에는 scoop에 해당하는 수단 동사로 ‘뜨다’나 ‘파다’가 있
고, stab에 해당하는 수단 동사로 ‘찌르다’가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영어의 
‘scoop’와 같은 기원의 수단 동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어의 수단 동사는 모
두 stab류의 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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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할 때 어떤 도구나 주먹 등이 필요하다. 만약 이 
두 동사를 ‘찌르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특정한 도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로 본다면, ‘때려죽이다’와 ‘쳐죽이다’는 ‘찔러죽이다’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유형의 수단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만약 두 동사를 ‘찌르다’와 달리 
반드시 도구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보지 않는다면, ‘때려죽이다’와 ‘쳐죽이
다’는 ‘굶겨죽이다’와 ‘(물에) 빠뜨려 죽이다’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수단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구성들은 ‘떠먹다’와 같은 수단 동사연쇄구성과 차
이가 있다. 이들 구성의 경우, V₁ 행위 자체가 V₂ 행위가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살아 있는 상태에서 죽는 상태로 변함)를 초래하는 원인(cause)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이 구성들을 원인-결과(cause-effect) 
동사연쇄구성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V₁ 자리에 나타나 원인(cause)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예컨대, 
‘굶어죽다’에서의 ‘굶다’)는 매우 많은데, 그중 ‘찌르다’처럼 나타내는 행위
를 수행할 때 특정한 도구(‘칼’)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고, V₁ 행위를 수
행할 때 반드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V₁이 V₂의 수단
(굶겨죽이다)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다. 본고는 V₁ 자리에 오는 동사의 어
휘의 의미적 특징(도구를 요구하는 점)과, 두 동사 간의 의미적 관계(V₁이 
V₂ 행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해석되는 점)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와 달리 
그들을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과 구별되는 수단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수단 동사는 통사적으로 ‘NP(도구)로’를 논항으로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
라고 하였다. 만약 수단 동사 ‘찌르다’에 이미 끝이 뾰족한 도구라는 정보
가 있다면, 도구를 나타내는 ‘NP로’가 그 앞에 출현하는 형성하는 ‘칼로 찌
르다’를 잉여표현 볼 수 있는가?
  잉여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다른 언어 표현으로 중복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다. 그런데 찌르는 행위를 수행할 때 모양이 뾰족한 도구로는 칼 
이외에도 가위 등이 있으므로, ‘칼로’의 정보 가치는 매우 높다. 즉 ‘칼로’
의 잉여성은 매우 낮다. 이때 ‘칼로’는 잉여표현이 아니라, 수단 동사 ‘찌르
다’가 취하는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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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논항은 의미적으로는 필요하나 통사적으로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
아도 되는 성분이다(Pustejovsky 1996, 강범모 2002). 당연 논항 ‘NP로’
는 여러 수단 중 선택된 수단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정보 가치
가 있고 의미가 완전히 잉여적인 잉여표현 ‘몰래 (훔쳐보다)’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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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원인-결과 (cause-effect) 동사연쇄구성

  원인은 보통 시간적으로 결과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도상적인 원인
-결과 동사연쇄구성에서 원인(cause)은 V₁ 자리에, 결과(effect)는 V₂ 자
리에 나타난다.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을 V₂ 자리에 이동 동사가 오느냐
에 따라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을 원인-이동 동사연쇄구성과 원인-비 
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Ⅰ. 원인-이동 동사연쇄구성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V₁ 동사는 이동의 원인, V₂ 동사는 이
동 사건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불러들이다, 끌어들이다, 불러오다, 끌어오다31), 불려오다, 끌려가다32)]

‘부르다’와 ‘끌다’ 뒤에 오는 ‘들이다’는 ‘들어오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V₂ ‘들이다’는 유발 사역 이동(inductive causative motion) 사건을 나타
낸다. 
  ‘들-:들이-(들어가게 하다)’의 쌍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 재귀 
사역을 나타내는 ‘들다’에 사동 접미사를 붙임으로써 ‘들이-’와 같은 유발 
사역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어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파생법은 한
국에서 ‘불러들이다’와 ‘끌어들이다’ 등과 같은 원인-유발 이동 동사연쇄구
성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
  물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오게 하는 사건을 표현할 때, ‘불러
들이다’와 마찬가지로 V₂ 자리에 유발 사역을 나타내는 사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재귀 동작주 사역을 나타내는 ‘오다’에 대응하는 유발 사역 동사가 
어휘부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다’를 그대
31) ‘불러들이다’와 ‘불러오다’ 등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을 오게 하

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러서 오게 하는 것이므로 ‘불러오다’가 
수단-이동 동사연쇄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32) ‘끌려가다’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상태를 유지한 채 이동한다는 의미로도 해
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식-동사연쇄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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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시한 ‘불러오다, 끌어오다’는 이 같은 이유로 만
들어진 것이다. V₂의 형태와는 관련 없이, ‘불러오다’ 등도 ‘불러들이다’와 
모두 원인-유발 이동 동사연쇄구성에 속한다. 
  ‘불려오다’와 ‘끌려가다’는 V₁이 피동사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불러
들이다’나 ‘불러오다’ 등과 다르다. 구성 전체는 이동의 주체가 어떤 상태
(부름을 받은 상태/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상태)에 놓이므로 가는 행위를 수
행하게 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구성을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으로 볼 수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에는 재귀적 사동을 나타내는 동
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이는 식의 유발 사역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불러들이다’ 형의 원인-유발 이동 동사연
쇄구성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불러들이다’에 해당하
는 중국어 표현으로 V₂ 자리에 자동사가 오는 ‘叫X来 (call X come)’ 형의 
동사연쇄구성만 있다. 
  이어서 V₂ 자리에 이동 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V₂ 자리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Ⅱ. 원인- 상태변화 동사연쇄구성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의 V₂ 자리에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온
다. V₁은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얼어 죽다, (물에) 빠져 죽다, (벼락을) 맞아 죽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다, 굶어죽다]

여기에 제시한 구성들은 경험주(experiencer)가 V₁의 상태를 경험하고 죽
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V₁ 동사 ‘얼다, 빠지다, 맞다, 떨어지다’도 모두 상
태 변화 동사이고, 이들과 결합하는 ‘죽다’도 상태 변화 동사이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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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상태 변화 동사끼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연쇄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의미적으로 어떤 경험주가 V₁의 상태 변화를 겪다가 V₂의 상태 변
화를 경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들과 달리, ‘굶어먹다’에서 ‘굶다’는 상태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굶어죽다’는 V₁의 상태로 지속되다가 V₂의 상태를 경험
하게 됨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은 V₂ 자리에 ‘죽다’가 
오면 V₁ 자리에 타동사가 올 수도 있다. 打死(hit-die)‘때려 죽다’가 그 예
다. 한국어에서는 ‘때려죽이다’와 ‘때려죽다’가 가능하나 ‘때려 죽다’는 불가
능하다. 현대중국어에는 ‘打殺(hit-kill)’라는 표현이 있으나 더 이상 ‘때려
(서) 죽이다’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현대 중국어에서 대체로 ‘(사람을) 때
리거나 죽이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은 특수한 경우(‘불
러오다’)를 제외하고는 구성 요소들의 타동성이 일치하는 예들이다. 물론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에는 구성 요소들의 타동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침대에) 앓아눕다’가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한 구성은 모두 도상적인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이고, 한국어에 도상적이지 않는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또한 존재한다. 
‘흘러넘치다’가 그에 해당한다. 액체가 넘치는 것은 흐르는 원인이다. 따라
서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원인이 V₁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넘쳐흐르
다’는 도상적인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
타내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원인이 V₂ 동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흘러넘치다’는 비도상적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또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동사연쇄구성 유형이 
결과(resultative) 동사연쇄구성이다. V₁과 V₂ 간의 인과 관계는 정도성을 
보이는데 인과 관계가 강할수록 원인-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약
할수록 결과-동사연쇄구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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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결과 (resultative) 동사연쇄구성

  결과(resultative)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V₁과 V₂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
가 없고, V₁ 사건이 진행된 결과로 V₂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원인-결과(cause-effect) 동사연쇄구성과는 다르다. 
  우선 다른 언어에서 관찰되는 결과 동사연쇄구성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
는지 살펴보자. 결과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화이트 흐몽(White Hmong)어와 
모틀랍(Mwotlap)어 그리고 중국어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White Hmong  
(27) yus cub mov suav.
     INDEF steam rice be(come).cooked
     ‘One steams rice (so that it is) cooked.’      (Aikhenvald 2018:78)

Mwotlap
(28) nek mi-tig mlemleg na-lo den kemem.
     2SG PERF-stand black ART-sun from 1EXCL.PL
     ‘Standing as you are, you are hiding the sun from us’(lit. you are 

standing-dark the sun from us)              (Aikhenvald 2018:50)

첫 번째 예는 논항을 공유하는 결과 동사연쇄구성이고 두 번째 예는 논항
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 동사연쇄구성의 두 구성 요소가 나타내는 
두 사건 간의 인과 관계는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보다 떨어지며 사건을 
표상함에 있어서 동사들이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서 중국어의 결과 동사연쇄구성의 예를 살펴보자. 

Chinese
(29) 我看懂了.

1SG look understand PFV
I read and understood.

중국어에서 打死 ‘hit die’와 打哭 ‘hit cry’는 원인-결과(cause-effect)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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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쇄구성인 데 비해, 看懂 ‘look understand’은 결과 동사연쇄구성이다. 
看 ‘look’과 懂 ‘understand’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이 형성되는 원인은 동사 看이 보는 행위만 나타내고, 
보는 결과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는 결과까지 표현하려면 
懂이라는 결과 동사를 통해 따로 표현해야 한다. 看懂과 같은 부류에 속하
는 중국어의 결과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看见 ‘look see’과 喝醉 ‘drink 
be.drunk’를 더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보다’ 혹은 ‘보이다’는 보는 행위뿐 아니라 보는 결과까지 보
장하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중국어에서 가능한 看见 ‘look see’ 유형에 해당
하는 결과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의 喝醉 ‘drink be.drunk’
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취하도록 마시다’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喝醉’에 
해당하는 결과 동사연쇄구성 또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나타낼 때는 부사형 어미가 쓰인 V₁-게/도록+V₂ 구
성을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한국어는 일부 동사 어근이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까지 나
타낸다는 어휘의 의미적 특징과, ‘V₁-게/-도록+V₂’와 같은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구성으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통사적 요인으로 인해, 결과 동
사연쇄구성의 형성이 제한적이다.
  한국어의 결과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알아보다’와 ‘알아듣다’를 들 수 있
다. 그리고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때려 맞히다’의 V₁ 동사 ‘때리다’가 
일부 화자에게 ‘추측하다’의 의미로 ‘그 문제 때렸는데 운 좋게 맞혔어’와 
같은 문장에서 독자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러한 화자들에게는 V₁과 V₂
의 관계는 추측한 결과로 맞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해한다면 
이 구성은 결과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때려 맞히다’와 달리 ‘알아맞히다’는 
알아서 맞힌 것이기 때문에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이다.
  행위 사태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데, 사
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가 그들을 나타내는 동사의 출현 순서에 반영된
다면 해당 표현이 도상적인 표현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도상적인 표현이다. 
이에 따라 ‘때려 맞히다’는 도상적인 결과 동사연쇄구성이고 ‘알아보다’와 
‘알아듣다’는 비도상적인 결과 동사연쇄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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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소스 (source) 동사연쇄구성

  본고에서는 소스(source)를 행위가 미치는 대상의 유래로 본다. 한국어에
서 V₁-어+V₂ 구성의 V₁ 동사는 어떤 대상의 유래를 나타낼 수 있다. ‘(옷
을) 사입다’가 그 예다. 유래를 나타내는 동사는 흔히 V₁ 자리에 온다.
  유래를 나타내는 동사로 소유의 변화(change of possession)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들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로 ‘얻다, 줍다, 
사다, 시키다(‘order’), 훔치다’ 등의 획득 동사(get verb)가 있고, ‘잡다, 
받다’ 등의 입수 동사(obtain verb)가 있으며, ‘주다, 먹이다, 건네다, 전하
다, (재산을) 무르다, 넘기다’ 등의 수여 동사(give verb)가 있다. 유래를 
나타내는 소유변화 동사는 통사적으로 ‘NP+로부터/한테/에게서’나 ‘NP+에
게/한테’와 같은 부사어 논항을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소유변화 동사 이외에도 새로운 물건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창
출 동사(build verb) ‘만들다’나 ‘만들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다’ 등도 유
래를 나타낼 수 있다.  
  V₂ 자리에 섭취 동사가 올 경우 V₁ 동사는 먹는 대상의 유래를 나타내
고, 착용 동사가 올 경우 V₁ 동사는 착용하는 대상의 유래를 나타낸다. 소
스 동사연쇄구성의 V₂ 동사는 V₁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대상을 소유한 후,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실시한다는 의미를 나
타낸다.
  소스 동사연쇄구성은 계기 동사연쇄구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기 동사연쇄구성 중 ‘(책을) 받아가다’가 있는데, V₂ 동사가 V₁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책’에 대한 소유를 나타내거나 ‘책’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
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먹다’와 같은 소스 동사
연쇄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소스 동사연쇄구성은 방식 동사연쇄구성과 또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
형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의 예인 ‘날아가다’와 ‘훔쳐보다’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날아가다’에서 나는 행위는 가는 행위가 진행되는 빙식을 나
타내고 ‘훔쳐보다’는 보는 행위가 진행되는 양상이나 모습을 나타낸다. ‘받
아먹다’와 같은 소스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는 V₂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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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는 방식이나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식 동사연쇄구
성과 차이가 있다. ‘구워먹다’와 같은 덜 전형적인 방식 동사연쇄구성의 경
우, 먹는 대상을 조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조리하
는 방식은 먹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받아먹다’는 V₁ 행위와 V₂ 행위가 계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구워먹다’와 같지만, 의미적으로 V₁을 먹는 방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받아먹다’의 V₁ 동사 
‘받다’가 더 구체적인 유래를 나타내는 ‘NP+로부터/한테서’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으나, ‘구워먹다’의 V₁ 동사 ‘굽다’는 그럴 수 없다.
  소스 동사연쇄구성에 해당하는 예로 V₂ 자리에 입수-수취 동사 ‘받다’
와 섭취 동사 ‘먹다’ 그리고 착용 동사 ‘입다’가 오는 구성을 제시할 수 있
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네받다, 물려받다, 넘겨받다, 전하여 받다]

‘받다’는 ‘수취’라는 행위와 ‘남으로부터’와 같은 비교적 모호한 유래를 나
타낸다. ‘받다’ 앞에 오는 V₁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래를 나타내는지에 있
어서 차이가 조금 있다. ‘건네다’는 일반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남이 건네주는 
것, ‘무르다’는 선대나 웃어른이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 ‘넘기다’는 남이 넘겨
주는 것, ‘전하다’는 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유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에
는 이들 구성 전체의 앞에 ‘NP+로부터/한테서’와 같은 부사어를 추가적으
로 사용해야 한다. 

  먹는 대상의 유래를 나타내는 동사로 앞에서 제시된 소유변화 동사 부류 
중 ‘줍다’, ‘받다’와 같은 입수 동사와 ‘얻다, 시키다, 사다, 훔치다’ 등 획득 
동사(get verb)가 있다. 소스-섭취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다음과 같은 구성
이 있다.

[받아먹다], [(물고기를) 잡아먹다, 사먹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
다/해먹다, 시켜 먹다], [얻어먹다, 주워 먹다, 빌어먹다, 훔쳐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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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는 먹는 대상이 남이 준 것임을 나타내고, ‘사다’는 먹는 대상이 구
매해 온 것임을 나타내며, ‘잡다’은 먹는 대상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잡아온 것임을 나타낸다. ‘하다’는 먹는 대상이 집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나
타내고 ‘시키다’는 먹는 대상이 식당 등에서 주문하여 배달된 것임을 나타
낸다. ‘얻다’는 먹는 대상이 남에게서 받아 온 것임을 나타내고, ‘줍다’는 
먹는 대상이 남이 버린 것임을 나타내고, ‘빌다’는 먹는 대상이 구걸해 온 
것임을 나타내고, ‘훔치다’는 먹는 대상이 남으로부터 훔쳐온 것임을 나타
낸다. 

  그리고 입수 동사 ‘줍다’와 획득 동사 ‘얻다’와 ‘사다’ 등은 착용 동사와 
결합하여 입는 대상의 유래를 나타낼 수 있다. 

[(옷을) 주워 입다, 사 입다, 얻어 입다, 만들어 입다]

‘줍다’는 입는 대상이 남이 버린 것, ‘사다’는 입는 대상이 구매해온 것, ‘얻
다’는 입는 대상이 남으로부터 받은 것, ‘만들다’는 입는 대상이 직접 제작
한 것임을 나타낸다.  

  소스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와 V₂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는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V₁ 자리에 소유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올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V₂가 매우 많은데, 만약에 V₂ 동사가 V₁ 행위가 미
치는 대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대상을 소유한 후 그에 대해 어떤 행위
(예: ‘먹는 행위’)를 실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이 소
유 동사연쇄구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단순히 계기 동사연쇄구성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을) 받아넘기다’와 앞서 언급된 ‘받아
가다’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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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계기 (consecutive) 동사연쇄구성

  계기 동사연쇄구성이 나타내는 두 사건은 계기적으로 일어난다. 전형적
인 계기 동사연쇄구성은 ‘묵어가다’처럼 구성 요소가 나타내는 두 사건 간
에 별다른 의미 관계(방식, 원인-결과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들은 연결어미 ‘-어’로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묵어가다, 받아가다]

‘묵어가다’는 어떤 곳에 머물러 자고 간다는 의미를, ‘받아가다’는 어떤 물
건을 받고 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계기 동사연쇄구성 ‘묵어가다’와 ‘받아가다’ 등은 V₁과 V₂ 사이에 다른 
의미적 관계(경로, 방식, 인과, 수단, 소스)로 해석할 수 있는 구성과는 차
이가 있다. 방식 동사연쇄구성 ‘(학교에) 걸어가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걸어가다’가 나타내는 걷는 사건과 가는 사건의 경우, 전자는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사건이고 후자는 주사건이다. 주사건을 나타내는 동사
가 의미적 핵이라고 한다면, 이 구성에서 의미핵은 V₂이다. 그리고 이 구
성에서 V₂ ‘가다’의 논항 구조는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이기도 하다. 논항 
구조가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로 실현되는 동사를 통사적 핵이라고 하면, 
‘걸어가다’라는 구성에서 통사핵도 V₂이다. 즉, ‘걸어가다’의 경우, 통사핵
과 의미핵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기 동사연쇄구성 ‘묵어가다’와 ‘받아가다’의 경우는 조금 다르
다.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묵는 행위와 가는 행위, 받는 행위와 가는 행위 
중에는 어느 것이 부사건이고 어느 것이 주사건인지 말하기 어렵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 구성에서 의미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사적으
로 ‘(~에서) 묵어가다’와 ‘(~을/를) 받아가다’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V₁
의 논항 구조는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로 실현된다. 따라서 두 구성에서 
통사적 핵이 V₁인 것이다. 즉, ‘묵어가다’ 등의 경우, 구성 전체의 논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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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통사적 핵은 존재하지만, 의미적 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흔히 합성동사로 처리했던 
‘파묻다’는 본고에서는 또한 동사연쇄구성이다. 

[파묻다]

‘파묻다’를 구성하는 V₁과 V₂ 동사는 모두 타동사인데, 두 동사는 목적어
를 공유하지 않고, ‘묻다’의 목적어만 ‘파묻다’ 구성 전체의 목적어로 실현
된다. ‘파묻다’가 보이는 이러한 논항 공유 양상은 통사부에서 결합한 V₁-
어+V₂ 구성이 보이는 논항 실현 양상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흔히 
합성동사로 여겨져 왔다.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남미
혜 1996 등)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파묻다’를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고 합동동사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는 동사연쇄구성이 절 융합에 기인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주장이 깔려 있다. ‘파묻다’가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서 동사들이 ‘-어’의 의해 결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ikhenvald(2018)에서 지적했듯이 동사연쇄
구성은 절 융합에서 결합한 V₁-V₂ 구성에서 온 것일 수도 있으나, 동사 
간 결합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파묻다’도 충
분히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연필을) 밀어 깎다’의 경우도 마찬가
지다. 계기 동사연쇄구성의 예를 더 들자면 ‘(택시를) 잡아타다, 잡아 죽이
다, 받아넘기다, 벗어던지다’ 등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7가지의 동사연쇄구성 외에 목표(goal) 동사연쇄구성이 
더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연쇄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한국어에서는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V₁-
어+V₂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목표(goal) 동사연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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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한다. 목표 동사연쇄구성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V₂ 자리에 
이동 동사가 나타난 구성의 예를 들자면 ‘찾아가다, 찾아오다, 찾아다니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구성에서 V₂는 이동, V₁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
다.
  본고는 3.1절에서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분
류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구성이 하나의 부류로 구분 짓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겠지만, 동사연쇄구성의 구성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가 다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때려 맞히다’ 등처럼 하나의 구성이 둘 이상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웃어넘기다’의 경우 ‘웃으면서 
넘기다’로 해석할 수 있고, ‘웃음으로 넘기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웃어넘기다’는 동시(concomitant) 동사연쇄구성으로 봐야 할 
것이고, 후자로 해석할 경우 웃음을 일종의 도구처럼 여겨 수단 동사연쇄
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V₁과 V₂ 간의 의미적 관계가 다의적이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부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분류 과정에서 쉽게 봉착하는 
문제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V₁-어+V₂ 구성의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를 
더 세밀하게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한 것인데, 다의적인 구성이나 
분류하기 어려운 구성이 있다고 하여 분류 작업의 의의나 동사연쇄구성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사연쇄구성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연구보다 V₁-어+V₂ 구성에 대해 더 세밀하
게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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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사연쇄구성 의미의 합성성
  이 절에서는 동사연쇄구성 의미의 합성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
연쇄구성은 의미가 합성적인 경우도 있고 비합성적인 경우도 있다. 일반적
으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의 합성성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할 것이
다. 우선 의미가 합성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3.2.1. 의미가 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
  
  동사연쇄구성 전체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합으로 도출될 수 있으면, 
그 동사연쇄구성은 합성적 의미로 쓰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합성적으
로 쓰인 것이다. 박진호(2003:366)의 방식을 따라 동사 V₁의 의미를 “V₁”
로 표시하고 V₁과 V₂의 결합(concatenation)을 +로 표시하여, 의미 “V₁”과 
의미 “V₂”의 결합을 (+)로 표시하면, 의미가 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의 형
식과 의미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V₁+V₂” = “V₁” (+) “V₂”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구성 요소 각각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고 동사연
쇄구성 전체의 의미가 두 구성 요소의 의미합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연쇄구성은 자유 결합(free combin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1에서 제시된 여러 종류의 동사연쇄구성 가운데 대부분의 동사연쇄구
성은 합성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 예로는 ‘떠나가다’ 등의 이동-이동 동사
연쇄구성, ‘날아가다’와 ‘(공중에) 떠다니다’ 등의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물을) 퍼마시다’와 ‘(침대에) 누워 지내다’ 등의 방식-행위 동사연쇄구
성, ‘굶어죽다, 알아맞히다’ 등의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찔러죽이다’ 등
의 수단 동사연쇄구성, ‘묵어가다, 받아가다’ 등의 계기 동사연쇄구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예들은 모두 두 동사가 본래의 의미대로 투명하게 쓰이
는 구성이다. 
  그런데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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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동시 동사연쇄구성에 속하는 ‘웃어넘기다’ 중 ‘지나쳐 보내다’
의 의미를 나타내는 V₂ ‘넘기다’가 그 예다. 이때 ‘넘기다’는 투명하게 쓰
이는 것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박진호(2003:366)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비유에 의해 의
미 확장을 겪고, 이 확장된 의미가 관습화되어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가 되
었다면 이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의 용법은 투명한 용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넘기다’가 나타내는 ‘지나쳐 보내다’라는 은유적 의미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의미로 쓰이는 ‘넘기다’가 투명하게 쓰인 
것이다. 따라서 ‘웃어넘기다’라는 동사연쇄구성은 의미가 합성적인 동사연
쇄구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도 V₁ 동사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구성들이 
있다. ‘눌려지내다’에서의 ‘눌리다’가 그 예다. ‘눌리다’는 ‘마음대로 행동하
지 못하도록 힘이나 규제가 가해지다’라는 비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
한 비유적 의미 역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눌리다’도 투명한 용법인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
성 ‘눌려지내다’ 또한 합성적 의미로 쓰이는 동사연쇄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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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의미가 비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

  의미가 비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은 구성 전체의 의미가 구성 요소들의 
의미합으로 도출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동사연쇄구성의 의미가 비합성적
인 이유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불투명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구성 요소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것은 대체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확장 
된 의미로 쓰이는 것과 관련된다. 

    (ㄱ). 구성 요소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해당 비유적 의미가 특정
한 구성에만 출현하여 아직 관습화되지 못한 경우

    (ㄴ). 구성 요소가 나타내는 의미가 비유적 의미가 아닌 특수한 의미를 나
타내 본래의 의미와 관련은 있지만 거리가 매우 먼 경우

  (ㄱ)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중 ‘쥐여살다, 건
너듣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 (정처 없이) 떠다니다’를 들 수 
있다. 이들의 V₁ 동사는 은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은유
적 의미가 V₁-어+V₂ 구성에서만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구성들에서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V₁과 앞에서 살펴본 ‘눌려살다’의 V₁의 차이는, 
후자의 V₁ ‘눌리다’가 V₁-어+V₂ 구성 밖에서도 구성에서 나타난 비유적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ㄴ)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중 ‘때려맞히다, 
때려 마시다, 눌러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동사연쇄구성의 형식과 의
미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V₁+V₂” = “V₁′” (+) “V₂”    

  앞에 제시된 구성 중 의미 확장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눌러살다’
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눌러살다’ 중 ‘누르다’는 ‘계속’이나 
‘계속 머물러 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누
르다’를 ‘누르다3’이라고 하자. ‘누르다3’이 이러한 의미를 획득한 것은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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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보다’와 ‘눌러듣다’와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고려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눌러보다’와 ‘눌러듣다’의 기본 의미는 
‘사소한 잘못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듣다’이다. 이 구성에 쓰이는 ‘누
르다’를 ‘누르다2’라고 하기로 한다. ‘누르다2’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 은유
적 의미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다’에 바탕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누르다2’의 의미가 바탕을 두고 있는,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누르다’를 ‘누르다1’라고 하기로 하자. 
  ‘눌러보다’와 ‘눌러듣다’에 의미 확장을 거쳐 나중에 ‘그대로 계속 보다/
듣다’의 의미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두 구성에 쓰
이는 ‘누르다’를 ‘누르다3’이라고 하기로 하자. 
  두 구성에 의미 확장이 일어났지만 V₂ ‘보다’의 의미는 그대로다. 이는 
두 구성에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 V₂에는 의미 확장이 일어났지 않았고, 
V₁ ‘누르다’에만 의미 확장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즉, ‘누르다2’가 ‘누르
다3’으로 확장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누르다3’의 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눌러-’가 나중에 단독으로도 ‘계
속 (머물러 있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V₁-어+V₂’ 구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눌러살다’가 그렇게 형
성된 예다. 
  앞에서 비유적 의미가 관습화되어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의
미를 가지는 그 단어의 용법은 투명한 용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누르다1’의 용법은 투명한 용법이다. ‘누르다2’의 용법은 ‘누르다1’의 비유
적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누르다2’의 용법까지 투명한 용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누르다2’에 의미 확장이 일어나 ‘계속 (머물러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누르다3’의 용법까지 투명한 용법으로 보기 어렵고 ‘누르다3’이 
불투명한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따라서 ‘눌러살다’는 의미
가 비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사연쇄구성은 의미가 합성적인 경우가 있고 
비합성적인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의 합성성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눌러보다’와 ‘눌러듣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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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누르다2’의 용법까지 투명한 용법으로 본다면, ‘사소한 잘못을 탓하
지 않고 너그럽게 보다/듣다’라는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구성은 의미가 
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이 된다. 즉 ‘눌러보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합성적 의미(본래 의미를 나타낼 때), 하나는 비
합성적 의미인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눌러보다’와 ‘눌러듣다’뿐이 아니라 ‘누워지내다’도 마찬가지다. ‘누워지
내다’는 ‘(침대에) 누워지내다’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지내다’ 두 
용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전자로 쓰일 경
우, 구성의 의미가 합성적인 것이고 후자로 쓰일 경우 구성의 의미가 합성
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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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확장 양상 
  동사연쇄구성은 의미 확장을 거쳐 다른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
어 쓰일 수도 있고, 의미가 매우 불투명한 합성어로 확장되어 쓰일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3.3.1. 다른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
  어떤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일반적으로 V₁)에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서,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는 V₁과 V₂의 의미적 관계가 달라져, V₁
이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 다른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으로 재분류
되는 경우가 있다. 방식 동사연쇄구성 ‘(침대에) 누워지내다1’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2’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
가 그에 해당한다. 
  물론 ‘누워지내다1’의 V₁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인지, 구성 전반에 의
미 확장이 일어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구성 전반
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이라면 해당 구성을 ‘(돈이) 날아가다’ 등처럼 
합성동사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누
워지내다2’와 ‘(돈이) 날아가다’의 경우, 전자는 구성 전체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V₂ 동사가 여전히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다.
  ‘누워지내다’와 마찬가지로 이 부류에 속하는 ‘(술을) 퍼마시다’ 등의 구
성의 경우, V₁에만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
여, 본고는 ‘누워지내다2’류의 경우를 ‘(술을) 파마시다’와 마찬가지로 V₁ 
동사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구성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누워지내다1’ → ‘누워지내다2’로의 의미 확장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V₁+V₂” = “V₁” (+) “V₂” →  “V₁′” (+) “V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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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미 확장 전 의미 의미 확장 후 의미 분류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바닥에) 굴러다니다 →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공중에) 떠다니다 → (정처 없이) 떠다니다 
수단 

동사연쇄구성
(물을) 퍼마시다 → (술을) 퍼마시다
(밥을) 퍼주다 → (돈을) 퍼주다

계기 내지 
방식동사연쇄

구성
(편지를) 뜯어보다

→ (자세히) 뜯어보다
→ (서투르게) 뜯어보다

  (ㄱ)은, 본래의 의미대로 투명하게 쓰이는 V₁과 V₂로 구성된 어떤 동사
연쇄구성이 있는데, V₁ 요소에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서 구성이 새로운 의
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이는 구성의 예
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예들은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등의 V₁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후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위 동사연쇄구성의 예들
에서는 V₂ 또한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누워지내다’를 예로 들어, 이 부류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침대에) 누워지내다1 →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2’
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기 전의 경우, V₁ 행위는 V₂ 행위의 방식으로 해석
된다. 이후에 비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서 V₁ 동사가 행위의 의미를 잃
고, V₁ 동사의 의미적 기능도 주어가 진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기술
하는 것에서 V₂ 행위가 진행하는 상태/모습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그 기
능이 바뀌었다. 
  (ㄱ)과 달리, V₁은 기원적으로 원래의 의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
유적 의미로 쓰이는 동사연쇄구성인데, 그 뒤에 V₁이 다른 의미로 확장되
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확장 양상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ㄴ). “V₁+V₂” = “V₁′” (+) “V₂” →  “V₁′′” (+) “V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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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다’ 구성 전체의 논항1:x 구성전체의 논항2:y 술어(p)
(새가) 날아가다 x: 날짐승/비행기 y: 목적지 

(Location: NP에) p: 사건(event)
                    ↓                      ↓                     ↓

(재산이) 날아가다 x: 재산/돈/희망 y: 없음 p: 추상적 사건

분류 의미 확장 전 의미 의미 확장 후 의미 분류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너그럽게) 눌러보다 → (계속) 눌러보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ㄴ)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ㄴ)에 해당하는 부류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의 V₁ 동사가 원래의 
의미와 다르지만, 그래도 연관되는 새로운 의미로 전이되어 쓰이는 경우이
다. 이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은 의미변화 전의 구성과 마찬가지
로 모두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다. 

3.3.2. 동사연쇄구성이 제3의 의미로 쓰여 합성어가 되는 경우 

  동사연쇄구성 중 구성 전반에 걸쳐 비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나, 해당 구
성이 제3의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있다. 이때 형식과 의미 사이의 대응 관
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V₁+V₂” = “C”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예로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의 ‘(거짓말에) 넘어
가다’,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의 ‘(재산이) 날아가다’, 방식-행위 동사연
쇄구성의 ‘(돈을) 말아먹다’ 등을 들 수 있다.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이 구성들은 의미적 특성상 숙어와 비슷하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연쇄구성이 의미 확장 전과 의미 확장 후 각각 어
떤 논항을 취하는지 ‘날아가다’와 ‘말아먹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각각의 
경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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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먹다’ 구성 전체의 논항1:x 구성전체의 논항2:y 술어(p)
(밥을) 말아먹다 x: 사람 y: 먹는 대상 p: 사건(event)

                     ↓                       ↓                     ↓
(돈을) 말아먹다 x: 사람      y: 돈 p: 추상적 사건

  ‘날아가다’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 주어가 날 능력이 있어야 하는 
동물이나 물체여야 하는 주어 논항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진다. 또, 처격 
논항이 필요하지 않게 되며, 의미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추상적인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즉 ‘날아가다’가 비유적 의미로 쓰일 때에는 논항1, 
논항2, 술어의 의미 세 항이 모두 달라진다. 
  이와 달리, ‘말아먹다’가 비유적 의미로 쓰일 때, 주어가 유정(有情) 주
어여야 하는 주어 논항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목적어 논항이 구
체적인 먹는 대상이어야 하는 제약은 느슨해지며, 동사연쇄구성 자체는 구
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즉, ‘말아먹다’의 
경우 논항2와 술어의 의미 두 항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만 두 동사연쇄구성의 공통점은 술어의 의미가 모두 구체적인 사건에
서 추상적인 사건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연쇄구성이 제3의 의미
를 나타낼 경우, 더 이상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합성동사로 봐
야 한다. 

3.3.3.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비(非)동사연쇄구성 V₁-어+V₂ 구성 

  2장에서는 어떤 V₁-어+V₂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이 아니지만 그 형태가 
동사연쇄구성과 매우 비슷하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
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비(非)동사연쇄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예로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누워먹다’, ‘(여기저기
서) 굴러먹다’, 그리고 ‘(사람을) 구워삶다’를 들 수 있다. 이 구성들은 구
성 전반에 걸쳐 비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술을) 퍼마시다’ 
등과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예로 든 세 개의 구성은 기원적으로 비유적 의미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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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 기원적으로 투명하게 쓰이다가 나중에 비유적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면서, 확장된 의미로만 쓰이게 된 것인지,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다르
다. 세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누워먹다’의 경우 공시적으로는 ‘놀면서 지내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
지만, 기원적으로 ‘(침대에) 누워지내다’처럼 방식 동사연쇄구성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굴러먹다’는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천하게 살다’ 정도의 비
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기원적으로는 ‘정한 곳 없이 이 집 저 집에서 
먹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방식 동사연쇄구성인 ‘누워먹다’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굴러먹다’는 은유적 의미 확장을 겪은 후, 비유적 의미
가 정착되어 현재는 두 구성이 이 비유적 의미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V₁-어+V₂ 구성 가운데 기원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다. ‘구워삶다’가 그 예다. ‘구워삶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도
록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같은 요리 동사 부류에 속한 두 
동사로 구성된 동사연쇄구성이다. 현재까지 관찰한 동사연쇄구성 중 같은 
의미 부류에 속한 두 동사로 구성된 것이 많은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V₁은 
더 구체적인 행위, V₂는 더 모호한 행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각 동
사끼리 결합하여 형성한 방식 동사연쇄구성 ‘노려보다’와 섭취 동사끼리 
결합하여 형성한 방식 동사연쇄구성 ‘씹어먹다’가 그러한 예다. 
  ‘구워삶다’는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두 동사로 형성된 구성이라는 
점에서 ‘노려보다’와 ‘씹어먹다’와 동일하지만, V₁과 V₂가 나타내는 굽는 
행위와 삶는 행위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 또한 각각 다르게 수행된 구체적
인 요리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합을 보이는 동사연쇄구성은 현재까지 
아직 포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비동사연쇄구성 구성은 다시 두 가지 부
류로 나눌 수 있는 듯하다. 하나는 기원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인 듯한데, 후
에 비유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적으로 동사연쇄구성
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처음부터 비유적 의미로만 쓰인 구성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굴러먹다, 누워먹다’가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예로 ‘구워삶
다’가 있다. 



- 127 -

4.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
  앞서 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
하고, 동사연쇄구성의 합성성과 의미확장 양상 등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
펴보았다. 4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현상, 연접 층위와 연접 관계  
그리고 유래를 살핀 후, 사건 연속체와 구조적 연속체에서 한국어 동사연
쇄구성을 파악할 것이다. 

4.1.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현상
  동사연쇄구성은 다양한 논항 공유 현상을 보인다. 동사연쇄구성은 반드
시 논항을 공유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Aikhenvald(2018) 등
에서는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일부 결과 동사연쇄구성,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두 동사는 논항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사건 논항 동
사연쇄구성 ‘(몰래) 훔쳐보다’가 그러한 경우이다. 논항을 공유하는 동사연
쇄구성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항을 공유하는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사연쇄구성을 논항 공유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 공유한다면 어떤 논항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주어만을 공유하는 동사연
쇄구성,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공유하는 동사연쇄구성, 목적어만을 공유하
는 동사연쇄구성, 기능 전환 동사연쇄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경우
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논항을 표기할 때 자동사의 주어는 S로, 타동사의 주어를 A로, 목적어를 
O로, 처격 논항을 L로, 그리고 여격 논항을 D로 표기하기로 한다.



- 128 -

4.1.1. 주어 공유 (subject-sharing) 동사연쇄구성

  주어 공유 동사연쇄구성은 주어만을 공유하는 동사연쇄구성을 가리킨다.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 가운데 주어만을 공유하는 동사연쇄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ㄱ). 자동사인 V₁의 주어(S)와 자동사인 V₂의 주어(S)가 공유되는 것
    (ㄴ). 타동사인 V₁의 주어(A)와 자동사인 V₂의 주어(S)가 공유되는 것
    (ㄷ). 타동사인 V₁의 주어(A)와 타동사인 V₂의 주어(A)가 공유되는 것

  우선 (ㄱ)의 경우를 살펴보자. (ㄱ)은 두 자동사로 결합된 동사연쇄구성
의 논항 공유 현상이다.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중 ‘옮아가다, 내려가다, 
들어가다’ 등,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가운데 ‘걸어가다, 달려가다’ 등, 계
기 동사연쇄구성 중 ‘묵어가다’,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에 속한 ‘굶어죽
다, 얼어죽다’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구성들의 논항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V₂의 논항 구조를 따른다. 그럴 경우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S₁-V₁ + S₂-L₂-V₂ = S₂(=S₁)-L₂-(V₁-어+V₂)
 
  흔하지는 않지만 (ㄱ)에 속한 구성 중 동사연쇄구성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가 V₁ 동사의 논항 구조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묵어가다’가 이에 해
당한다. ‘묵어가다’류 구성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₁-L₁-V₁ + S₂-L₂-V₂ = S₁(=S₂)-L₁-(V₁-어+V₂)

  이어서 (ㄴ)을 살펴보자. (ㄴ)은 V₁ 동사가 타동사이고 V₂ 동사가 자동
사인 경우이다.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중 ‘(고향을) 떠나가다, (강을) 
건너가다’, 계기 동사연쇄구성 중 ‘(책을) 받아가다’ 등이 그 예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의 타동성은 대부분 V₁ 동사의 타동성에 결정되
고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도 일반적으로 V₁ 동사의 논항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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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오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다니다’는 자/타동사로 모두 쓰이는데, 
타동사 ‘다니다’가 ‘오다’와 결합하여 쓰일 때 ‘(여행을) 다녀오다’처럼 쓰
인다. 즉 ‘다녀오다’ 구성 전체의 타동성도 ‘다니다’의 타동성에 결정되고 
논항도 ‘다니다’의 논항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 동사연쇄구성들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동사연쇄구성의 타동성이 V₂ 동사에 결정되는 다른 대부분
의 동사연쇄구성과 다르다. ‘다녀가다’ 등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A₁-O₁-V₁ + S₂-V₂ = A₁(=S₂)-O₁-(V₁-어+V₂) 

  물론 (ㄴ)에 속하지만 구성 전체의 타동성이 V₂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도 있다.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앓아눕다’가 바로 그 예다. ‘(침대에) 
앓아눕다’의 타동성은 V₂ ‘눕다’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 전체의 논항 구조도 
V₂의 논항 구조를 따른다. ‘앓아눕다’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₁-O₁-V₁ + S₂-L₂-V₂ = S₂(=A₁)-L₂-(V₁-어+V₂) 

  다음으로 (ㄷ)의 경우를 살펴보자. (ㄷ)은 두 개의 타동사로 결합된 동
사연쇄구성이 주어 논항만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연
쇄구성은 매우 드물다. 그 예로 ‘파묻다’와 ‘당겨먹다’를 들 수 있다. 
  우선 ‘파묻다’를 보자. ‘파묻다’는 ‘땅을 파서 어떤 물건을 어떤 곳에 묻
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성 전체의 핵심 논항은 ‘묻다’의 핵심 논항
과 일치한다. V₁ 동사의 목적어 논항은 구성 전체의 처격 논항으로 실현된
다. ‘파묻다’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₁-O₁-V₁ + A₂-O₂-V₂ = A₂(=A₁)-L₂(=O₁)-O₂-(V₁-어+V₂) 

  ‘당겨먹다’는 ‘파묻다’와 주어 논항만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무엇을 
목적어로 취하는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더 풍부한 사례를 검토하는 차
원에서 ‘당겨먹다’를 살펴볼 때 ‘당겨받다’와 ‘당겨쓰다’도 함께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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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 구성이 쓰이는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겨먹다, 당겨받다, 당겨쓰다]

(1) (가). 저희는 (삼계탕을) 하루 당겨먹었습니다. 내일 초복이니까, 모두들 맛있는 음
식 드시고, 올여름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웹>

    (가′). *저희는 (삼계탕을) 하루 당겼습니다. 
    (나).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면 선불로 당겨 받을 수 있을 만큼 당겨받아야지. <웹>
    (나′). *(돈을) 선불로 당겨야지.
    (다). 나 다음 달에 상여금 들어오는 달이거든. 충분히 메꿀 수 있어. 다음 달에 바

로 상환하면 돼. 그러니 이번 달에 잠시만 당겨쓰자. <위험한 그대와 함께, 
프시수스>

    (다′). *그러니 이전에 달에 (돈을) 잠시만 당기자.

(1가)에서 ‘당겨먹다’의 목적어는 삼계탕이고 (1나, 1다)에서 ‘당겨쓰다’와 
‘당겨받다’의 목적어는 모두 돈이다. 세 구성의 V₂ 동사는 ‘삼계탕’이나 
‘돈’을 목적어로 취하지만, V₁ 동사 ‘당기다’는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대해 각각 (1가′, 1나′, 1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기다’는 원래 ‘힘을 주어 어떤 물건을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수 있
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목적어로 취한다. 그런데 세 예문
에서 ‘돈’과 ‘삼계탕’은 구체적인 물건이긴 하지만, 당기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때 주체가 가까이 오게 하는 대상은 사실상 ‘삼계탕을 먹는 사
건’, ‘돈을 받거나 쓰는 사건’이다. 즉 ‘당기다’의 목적어는 V₂가 나타내는 
사건 전반인 것이다. 이러한 ‘당겨먹다’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A₁-O₁(=O₂-V₂)-V₁ + A₂-O₂-V₂ = A₂(=A₁)-O₂-(V₁-어+V₂) 

  즉, 이때 V₁ ‘당기다’가 취하는 목적어가 ‘O₂-V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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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주어-목적어 공유 (subject and object sharing) 동사연쇄구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묻다’처럼 타동사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어 논항만을 공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두 타동사로 구성되는 동사
연쇄구성은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공유한다. 
  방식 동사연쇄구성 ‘구워먹다, 씹어먹다’ 등, 소스 동사연쇄구성 ‘잡아먹
다, 사먹다, 얻어먹다, 빌어먹다’ 등, 계기 동사연쇄구성 ‘잡아죽이다, 받아
넘기다’, 수단 동사연쇄구성 ‘때려죽이다, 찔러죽이다’ 등은 모두 주어와 목
적어 논항을 공유하는 예다. 이들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A₁-O₁-V₁ + A₂-O₂-V₂ = A₂(=A₁)-O₂(=O₁)-(V₁-어+V₂) 

  타동사 두 개로 형성된 동사연쇄구성 중 주어와 목적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4.1.3. 목적어 공유 (object sharing) 동사연쇄구성

  두 개의 타동사로 결합된 동사연쇄구성이지만, 주어와 목적어 논항을 모
두 공유하는 앞의 동사연쇄구성과 달리, 두 동사가 목적어만을 공유하는 경
우도 있다. 소스 동사연쇄구성 ‘건네받다, 물려받다, 넘겨받다, 돌려받다’ 등
이 그 예다. 이때 V₁의 주어는 구성 전체의 논항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V₂
의 주어만이 실현된다. 
  ‘건네받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나는 형한테 책을 건네받았다.’와 같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에서, ‘형’은 건네는 행위의 동작주, ‘책’은 건네는 대
상, ‘나’는 수여자이다. 그리고 ‘나’는 받는 행위의 동작주, ‘책’은 받는 대상
이 된다. ‘건네다’와 ‘받다’가 결합하여 ‘건네받다’로 쓰일 때에는 V₂ 동사 
‘받다’의 논항이 구성 전체의 논항으로 실현되고, ‘건네다’의 주어가 논항으
로 실현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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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구조는 V₂의 논항 구조를 따른다. 이 부
류의 논항 공유 패턴은 다음과 같다.

A₁-D₁-O₁-V₁ + A₂-D₂-O₂-V₂ = A₂(=D₁)-D₂(=A₁)-O₂(=O₁)-(V₁-어+V₂)

  범언어적으로 타동사 두 개로 구성되는 동사연쇄구성이 목적어만을 공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4.1.4. 기능 전환 (switch function) 동사연쇄구성

  동사연쇄구성을 이루는 두 동사 중 한 동사의 주어가 나머지 동사의 목
적어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논항 공유 현상은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V₁ 동사의 목적어가 V₂ 동사의 주어와 공유되는 것
    (ㄴ). V₁ 동사의 주어가 V₂ 동사의 목적어와 공유되는 것  

  이러한 논항 공유 현상을 보이는 동사연쇄구성을 기능 전환(switch 
function) 동사연쇄구성이라고 한다. 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일한 
논항이 문장에서 한 동사의 목적어 기능과 나머지 한 동사의 주어 기능, 
즉 두 가지 기능을 교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경우 
중 범언어적으로 더 흔히 포착되는 것은 (ㄱ)이다.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
성은 중국어의 경우, 매우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打跑(hit run)’，‘打哭(hit 
cry)’，‘打坏(hit be.broken)’, ‘打死(hit die)’ 등이 그 예다.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논항 공유 현상이 포착된다. (ㄱ)에 속하는 예로 
원인-이유 동사연쇄구성인 ‘불러오다’가 있다. ‘나는 철수를 불러왔다’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나’가 부르는 대상(목적어)인 철수는 오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즉, ‘부르다’의 목적어와 ‘오다’의 주어는 그 지
시대상이 동일하다. 이때 ‘철수’는 하나의 문장에서 V₁의 목적어와 V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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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불러
오다’는 기능 전환 원인-결과(switch function cause-effect) 동사연쇄구
성이다.
  (ㄱ)에 비해서 (ㄴ)에 속하는 논항 공유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매우 드물
다. 앞에서 살펴본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떠나보내다, 내려보내다, 건너
보내다’ 등이 (ㄴ)에 속하는 예에 해당한다. 예컨대 ‘나는 철수를 공항으로 
떠나보냈다’와 같은 문장에서 V₁ 동사 ‘떠나다’의 주어가 철수이고 철수는 
또한 ‘보내다’의 목적어이다. 
  이처럼 기능 전환 동사연쇄구성이 한국어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휘부에 
‘들어가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들이다’와 같은 유발 사역을 나타내는 
사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의 수도 보다 제한
적이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사정이 다르다. 중국어는 ‘打哭(hit cry)’，‘打坏(hit 
be.broken)’와 같은 기능 전환 동사연쇄구성을 매우 생산적으로 가지고 있
다. 
  중국어가 기능 전환 동사연쇄구성을 풍부하게 가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일
부 타동사가 타동성을 잃게 된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打碎(hit be.smashed), 打坏(hit be.broken)，打败(hit be.defeated)’ 
구성의 V₂ 자리에 오는 ‘碎, 坏, 败’는 바로 그러한 타동사에 해당한다. 
  ‘碎, 坏, 败’ 등은 원래 결과를 나타내는 타동사였다. Yang(2005)에 따르
면, 중국어의 ‘V₁+V₂+O’ 구성은 상고중국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상
고중국어 시기에 ‘碎, 坏, 败’ 등이 원래 결과를 나타내는 타동사로, 문장에
서 독자적으로 쓰이든, V₂ 자리에 쓰이든,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齐破燕(齐나라가 燕나라를 쳐부수었다). <战国策·赵策三>
                                                  (Yang 2005:53)에서 재인용

그런데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 동사들은 V₂ 자리에 쓰일 때 타동성이 약해
지면서 결국 완전히 타동성을 잃은 상태에 이른 것이다(Yang2005:51). 이
처럼 현대중국어에 존재하는 일부 기능 전환 동사연쇄구성은 통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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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생긴 것이다.
  ‘불러오다’와 같은 (ㄱ)류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₁-O₁-V₁ + S₂-V₂ = A₁-O₁(=S₂)-(V₁-어+V₂)  

  ‘떠나보내다’와 같은 (ㄴ)류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패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₁-V₁ + A₂-O₂-V₂ = A₂-O₂(=S₁)-(V₁-어+V₂)

  ‘불러오다’와 같은 (ㄱ)류 구성은, 구성 전체의 타동성과 논항 구조는 모
두 V₁를 따르고, ‘떠나보내다’와 같은 (ㄴ)류 구성은, 구성 전체의 타동성
과 논항 구조는 모두 V₂ 동사를 따른다.  

4.1.5.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no argument sharing) 동사연쇄구성

  동사연쇄구성을 구성하는 V₁과 V₂가 전혀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미가 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은 논항을 공유하고, 의미가 
비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은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구성에서 확장된 의미
로 쓰이는데 그 요소가 그 확장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예컨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 ‘건너듣다’, 
‘(정처 없이) 떠다니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V₁ 동사가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미가 합성적인 사건 논
항 동사연쇄구성의 경우, 논항을 공유하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봐야 한다. 
‘눌려 살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눌리다’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그 의미가 관습화되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눌리
다’는 이러한 비유적 의미로 독자적으로도 문제없이 쓰인다. 따라서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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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구성에서 V₁ 동사 ‘눌리다’가 ‘살다’의 주어 논항을 취한다고 봐야 한
다. 즉, ‘눌려 살다’는 주어 논항 공유 동사연쇄구성이다.
  ‘눌려 살다’와 달리, ‘눌러살다’와 ‘때려 마시다’처럼 V₁이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도 있는데 이들 구성은 
대체로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더 
살펴보자. ‘눌러살다’ 구성에서 ‘누르다’는 ‘계속 머물러 있다’의 의미를 나
타내는데, ‘누르다’가 독자적으로 쓰일 때에는 이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누르다’가 V₂ ‘살다’의 주어 논항과 여격 논항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술을) 때려 마시다’에서도 ‘때리다’도 구성에서 나타
나는 ‘많이’의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아, V₂ ‘마시다’의 주어 논항과 
목적어 논항(‘술’)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V₁ + A₂-O₂-V₂ = A₂-O₂-(V₁-어+V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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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접 층위와 연접 관계에 따른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특징
4.2.1. 연접 층위에 따른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특징
  역할지시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의 등장을 선언한 Foley & Van 
Valin(1984: chapter6)은 이 이론에 입각하여 동사 연쇄(verb serialization) 현
상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그 후로부터 Crowley(2002)와 같은, 이 이론에 입
각한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등장하였다.
  Foley & Van Valin(1984)는 절이 주변부/중심부/핵 층위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 주장에 입각하여 어느 층위에서 동사연쇄구성이 일
어날 수 있는지, 각각의 층위에서 일어난 동사연쇄구성이 논항 공유와 문
법 요소의 공유에 있어서 어떠한 통사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논의에 입각한 Foley & Olson(1985)에서는 언어의 어순과 동사연
쇄구성이 일어나는 층위와 관련된 범언어적 경향성을 밝혔다. 두 논의는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두 논의에 입각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할지시문법에 입각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
기 전에, 우선 역할지시문법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역할지시문법에 따르면 절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을 이루
는 여러 계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Foley & Van Valin 1984:187)

P[(NP)...(NP)C[NP(NP)N[Predicate]N]C]P
                    NUCLEU

                                     

                                           
                            CORE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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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층위는 핵(nucleus)이고 핵은 술어를 가리킨다. 
핵은 복수의 술어로 구성될 수도 있다. 중심부(core)는 핵(술어)과 그의 
핵심 논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논항 수는 동사의 결합가
(valence)에 따라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일 수도 있다. 술어의 논항이 
둘인 경우 중심부(core)는 술어와 그의 주어(subject) 그리고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를 가리키며, 셋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여격 논항을 
가리킨다. 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위는 주변부(periphery)이다. 주변부
(periphery)는 핵, 중심부 논항, 그리고 사건의 시-공간적 정보를 나타내
는 성분 또는 사건의 이차적 참여자(secondary participant), 예컨대 수혜
자 논항을 모두 포함한다.
  작용소(operator)는 절의 여러 층위에 걸칠 수 있다. 예컨대, 상(aspect)
은 핵(nucleus) 층위에 걸치는 작용소이고, 양태(modality)는 중심부(core) 
층위에 걸치는 작용소이며, 현실성(realis status), 시제(tense), 증거성
(evidential) 그리고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은 주변부(periphery)
에 걸치는 작용소이다. 주변부에 걸치는 작용소의 작용역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NP)...(NP)C[NP(NP)N[Predicate]N]C]P]r]t]e]i

  연접(juncture)은 핵, 중심부, 주변부 세 층위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연접이 일어날 때, 같은 층위끼리 연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층
위끼리 연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즉 주변부끼리의 연접, 중심부끼리의 연접 그리고 핵끼리의 
연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경우에 쓰이는 연접 부호는 ‘-’, ‘=’ 그
리고 ‘≡’이다.

P[(NP)...(NP)C[NP(NP)N[Predicate]N]C]P - P[(NP)...(NP)C[NP(NP)N[Predicate]N]C]P
P[(NP)...(NP)C[NP(NP)N[Predicate]N]C = C[NP(NP)N[Predicate]N]C]P
  P[(NP)...(NP)C[NP(NP)N[Predicate]N ≡ N[Predicate]N]C]P

 (Foley & Van Valin 19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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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이, 주변부끼리 연접이 일어나면 두 개의 절이 결합하게 된
다. 동사연쇄구성은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절에서 나타난 구성으로 주변
부 간의 연접일 수는 없다. 따라서 동사연쇄구성은 중심부 층위나 핵 층위
에서 연접이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예로, 주변부와 중심부가 연접이 일어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가). Max reported/believed that Louise will arrive in London tomorrow.
    (나). That Louise will arrive in London tomorrow surprised everyone.
                                                   (Foley & Van Valin 1984:251)
 
(3가)에서 arrive의 목적어 논항과, (3나)에서 surprise의 주어 논항은 모
두 that-절이다. that-절은 주변부로, 어떤 동사의 핵심 논항(주어/목적
어) 자리에 출현한 것은 that-절 주변부가 arrive와 surprise의 중심부와 
연접이 일어난 사례다. 
  (3)의 연접 유형을 등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NP)...(NP)C[NP1 {NP2 + P[(NP)...(NP)C[NP(NP)N[Predicate]N]C]P} N[Predicate]N]C]P 

P[(NP)...(NP)C[{NP1 + P[(NP)...(NP)C[NP(NP)N[Predicate]N]C]P} NP2)N[Predicate]N]C]P 

  서로 다른 층위의 연접을 표시하는 연접 부호를 일괄적으로 ‘+’로 표시
하고, 연접한 두 부분을 굵게 표시하며, 연접이 일어난 구역을 나머지 구
역과 구별하기 위해 { }로 표시한다. 그리고 NP1과 NP2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한다. 
  중심부 층위 또는 핵 층위에서 연접이 일어나면 두 개의 핵이 함께 나타
나게 된다. 중심부 층위에서 일어난 연접은 비교적 느슨한 연접이므로, 이
러한 연접으로 두 개의 핵이 함께 출현할 경우 두 핵은 자신만의 핵심 논
항을 따로 취할 수 있다. 반면에, 핵 층위에서 일어난 연접은 보다 긴밀한 
연접이므로, 이러한 연접으로 두 핵이 함께 출현할 경우 두 핵은 자신만의 
핵심 논항을 취할 수 없고 모든 핵심 논항을 공유한다.
  Foley & Van Valin(1984)에서는 중심부 층위에서 일어난 연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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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현한 동사연쇄구성을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core layer SVC)이
라고 하고 핵 층위에서 일어난 연접으로 인해 출현한 동사연쇄구성을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nuclear layer SVC)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두 가지 
구성으로 볼 만한 것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이 두 종류의 구성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와 파마어의 예를 통해 두 종류의 구성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선 고립어이자 SVO 언어인 중국어의 예를 살펴보겠다.

Chinese
(4) (가). 你拿书来.
          2SG take book come
          너 책을 가져와.

    (나). 他打死了一只狗. 
3SG hit die PFV one CL dog
그는 개 한 마리를 때려죽였다.

(4가)의 경우, V₁ 拿 ‘take’는 你 ‘you’와 书 ‘book’을 핵심 논항으로 취하
고 있고, V₂ 자동사 ‘来’는 你 ‘you’를 핵심 논항으로 취하고 있다. 이로써 
두 동사는 각각 자신만의 핵심 논항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
국어의 V₁+O₁+V₂ 구성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4나)의 打死 ‘hit be.dead’는 두 동사가 아무런 목적어의 개입이 
없이 바로 결합한 것으로 V₁-V₂ 전체가 흔히 하나의 큰 핵으로 재분석된
다. 이러한 재분석이 일어나면 예문 (4나)의 주어 他 ‘he’와 목적어 狗 
‘dog’는 ‘打死’ 구성 전체가 취하는 주어와 목적어 논항이 된다. 이러한 중
국어의 V₁-V₂-O 구성은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파마어는 SVO 언어라는 점은 중국어와 같지만, 교착어라는 점에서 한국
어와 다르다. Crowley(2002)에서 제시한 파마어의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
구성과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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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mese 
(5) (가). isal vuas heːmat 
          i-sali vuasi hee-mate
          3PL:DIST.FUT-spear pig 3SG:DIST.FUT-die
          “They will spear the pig to death.”           Crowley(2002:83)
                                                 
Paamese
     (나). isal viniːn vuas.
           i-sali vinii-nV vuasi 
           3PL:DIST.FUT-spear kill-OBJ pig
           “They will spear the pig, thereby killing it.”  Crowley(2002:83)
                                                
(5가)에서 ‘찌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V₁ 동사 sali 와 ‘죽다’의 의미를 나
타내는 V₂ 동사 mate에는 각각 3인칭 복수 표지 ‘3PL’과 3인칭 단수 표지  
‘3SG’가 붙어 있다. 이는 두 동사가 각각 다른 주어 논항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V₁은 자신만의 목적어를 취한다. 그리고 V₁의 목적어가 
V₂의 주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통해 두 동사는 자신만의 논항을 취하지만 
vuasi ‘pig’이라는 논항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ali와 mate 
두 동사 사이에 vuasi ‘pig’이 개입되어 있어 두 동사가 하나의 큰 핵으로 
재분석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V₁-O-V₂ 구조를 보인 파마어의 sali 
vuasi mate ‘spear pig die’는 중국어에서 打死 ‘hit die’와 달리,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는 없고,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으로 봐야 한
다. 
  (5가)와 달리, (5나)에서 sali ‘spear’와 vinii ‘kill’은 3인칭 복수 표지 
‘i-’와 목적어 표지 ‘nV’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V₁-V₂-O 구조를 보인 파
마어의 이러한 동사연쇄구성의 논항 공유 특징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에 
부합한다.  
  물론 (5가)의 경우와 달리, 중심부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이지만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구성은 범언어적으로도 드문 것은 아
니다. 역시 파마어의 예를 보자. 



- 141 -

Paamese 
(6) ki-pusi-e he-kaiho.
    2SG:DIST.FUT-kick-3SG 3SG:DIST.FUT-hard
    세게 차!                                 Crowley(2002:95)
                                                  
(6)에서 V₂는 상태 동사이고 V₁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세게’)을 나타낸
다. V₂ 동사의 주어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고, V₂에 붙는 인칭의 표지도 
V₁의 인칭 표지와 달리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만약 V₂ 동사가 주어를 
취한다고 한다면, V₁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전체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예문에서 V₂의 주어 S₂는 ‘A₁-O₁-V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6)에 쓰인 두 동사는 ‘S₂(=A₁-O₁-V₁)-V₂’의 구조를 가진 동사연쇄구
성을 형성한다.
  연접 층위를 따진다면 (6)과 같은 동사연쇄구성도 중심부끼리의 연접이
지만 구체적인 연접 유형은 앞에서 이미 앞에서 제시된 바가 있는 아래 a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제시된 아래 b에 해당할 것이다.   

    a. P[(NP)...(NP) {C[NP(NP)N[Predicate]N]C = C[NP(NP)N[Predicate]N]C}]P
b. P[(NP)...(NP) C[NP1 {NP2 = C[NP(NP)N[Predicate]N]C} N[Predicate]N]C]P  

 
  (6)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파마어에서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으로도 표
현이 가능하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amese 
(7) kipus kati.

ki-pusi kati-e
2SG:DIST.FUT-kick bite-3SG
세게 차!                                     Crowley(2002:95)

(7)에 쓰인 kati는 본래 의미인 ‘(이로) 묻다’에서 많이 멀어졌다. 이때 
kati는 V₁ 행위가 강력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Crowley 2002:121). 그리고 kati 뒤에 붙는 3인칭 단수 표지 ‘-e’는, 
kati가 ‘묻다’의 의미로 쓰일 때 취하는 목적어와의 일치 표지인데,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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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이 표지가 붙는 원인은 단지 
kati가 타동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Crowley 2002:91). ‘세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파마어의 kati는 ‘때려 마시다’에서의 ‘많이’의 의미를 나
타내는 ‘때리다’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V₁-O-V₂ 형의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V₁-V₂
-O 형의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의 차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

  V₁-O-V₂ 형의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은 두 중심부로 구성된 더 큰 
중심부에 들어 있는 두 동사로 형성된 구성이다. 이와 반대로 V₁-V₂-O 
형의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은 두 핵으로 이루어진 큰 핵이고 큰 핵은 한 
세트의 논항을 취하여 중심부를 형성한다. V₁-O-V₂ 형 중심부 층위 동사
연쇄구성의 O가 V₂ 뒤로 이동하게 되면 구성은 V₁-V₂-O의 구조로 바뀌
게 될 것이고 이때 해당 구성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으로 재분석될 수 있
다.
  이제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술한 바와 같이 SVO 언어인 중국어
와 파마어는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진다. SVO 언어와 달리, SOV 언어에서, 하나의 절에서 두 개의 동
사가 쓰이면 동사는 문말에 다른 논항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동사가 문말에 잇달아 놓일 때, 해당 언어가 고립어인지, 교차
어인지, 즉 언어 유형에 따라, V₁-V₂의 형태나 V₁-연결소-V₂ 형태를 보
일 수가 있다. 
  특정한 어순과 특정한 유형의 동사연쇄구성을 선호하는지 여부에 관련해
서, Foley & Olson(1985:45)에서는 SVO 어순인 언어는 중심부 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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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i

core

core 1 co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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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을 선호하고, SOV 어순을 가진 연쇄 언어는 핵 층위의 연접을 선호하
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OV 언어이자 교착어인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은 V₁-연결소(‘-어’)+V₂
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V₁-어+V₂ 구성은 전체가 한 단어처럼 독자적
인 타동성을 가지고 있어 구성 전체가 한 세트의 논항을 취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V₁과 V₂
가 어느 층위에서 연접이 일어나면 그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두 동사가 중심부 층위에서 연접이 일어나면 동사들은 중심부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한다. 예(5가)와 예(6)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V₁과 V₂가 최종적으로 해당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에는 어순(SOV/SVO)과 언어 유형(고립어/교착어), 두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삼계탕을) 당겨
먹다’를 다시 예로 들어 살펴보자. ‘당겨먹다’가 쓰인 (1)을 다시 제시하겠
다.

(8) 저희는 (삼계탕을) 하루 당겨먹었습니다. 내일 초복이니까, 모두들 맛있는 음식 드
시고, 올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웹>

‘당겨먹다’의 논항 공유 패턴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₁-O₁(=O₂-V₂)-V₁ + A₂-O₂-V₂ = A₂(=A₁)-O₂-(V₁-어+V₂)

  ‘당겨먹다’의 이러한 논항 공유 패턴을 참고해서 V₁과 V₂의 연접 유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P[(NP)...(NP)C[NP1 {NP2 + C[(NP1) NP2 N[Predicate]N]C]} N[Predicate]N]C]P 

  V₁ ‘당기다’가 ‘저희’를 주어로 취하고 V₂ ‘먹다’와 그 핵심 논항으로 구
성된 중심부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이때 ‘당기다’의 논항 구조를 제시하
면 ‘A₁-O₁(=O₂-V₂)-V₁’과 같다. 즉 연접 층위를 따져 볼 때 ‘당겨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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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부 층위의 연접이다. 그런데 두 동사가 중심부에서 연접이 일어난 
것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파마어의 예(6)처럼 ‘S₂(=A₁-O₁-V₁)-V₂’형의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A₂(=A₁)-O₂
-(V₁-어+V₂)’의 논항 구조를 보인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당겨먹다’의 연접 층위와 최종적으로 형성된 ‘당겨먹다’라는 핵 층위 동
사연쇄구성의 차이를 위의 그림을 빌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당겨먹다’의 연접 층위(중심부)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으로서의 ‘당겨먹다’

  핵 층위의 동사연쇄구성만 형성이 가능하다는 제약은 한국어가 SOV 언
어이자 교착어라는 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지적한 바와 같
이, SOV 언어에서는 두 동사가 하나의 절에서 만나게 되면, 문말에 병치
되는데,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두 개의 동사가 그냥 병치될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적어도 연결어미 ‘-어’를 삽입해야 한다. ‘-어’가 삽입된 V₁-어
+V₂ 구성 전체가 한 단어처럼 자신만의 타동성과 논항 구조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V₁-어+V₂ 구성은 전형적인 핵 층위 동사연쇄
구성이다. 이렇게 한국어는 자신의 어순과 언어 유형으로 인해 핵 층위 동
사연쇄구성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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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성(embedded) 의존성(dependency)
대등연접(coordination) - -
종속연접(subordination) + +
대등-종속 연접
(co-subordination) - +

4.2.2. 연접 관계에 따른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특징

   Foley & Van Valin(1984)에 따르면 연접이 일어나면 연접된 두 성분의 
연접 관계(nexus)는 coordination, subordination 그리고 co-subordination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coordination과 subordination 용어는 흔히 대등접
속을 의미하는 coordination과 종속접속을 의미하는 subordination이라는 용
어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 논의에서 coordination, subordination 그리고 co-subordination,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포성(embeddedness)]과 [의존성(dependency)] 
두 가지 원개념을 사용하였다.
  우선 [내포성]을 살펴보자. [내포성]은 연접된 두 절이나 문장 성분 x와 
y가 있을 때, x가 y의 논항인지 혹은 y가 x의 논항인지와 관련된다. x(y)
가 y(x)의 논항이면 x가 [+내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포성]을 가진다. 앞의 (3가, 3나)의 경우 that절이 [+내포성]을 가진
다. 그리고 영어의 문법 체계에서는 성격상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여겨지는 종속절(내포절 포함)은 흔히 부사절로 처리되는데, 이 이론에
서는 그러한 절의 기능을 고려해서, 부사와 마찬가지로 주변부 논항
(peripherical argument)으로 취급한다. 
  다음으로 [의존성]을 살펴보자. [의존성]은 연접된 두 주변부, 중심부, 
혹은 핵이 해당 층위에 걸치는 작용소(operator)를 단독적으로 취하는지와 
관련된다. 예컨대 주변부에서 연접이 일어나면 해당 연접이 주변부 연접
(peripheral juncture)이 되는데 이때 두 절이 연접하게 된다. 연접된 두 
절이 주변부에 걸치는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따로 취할 수 
있으면 [-의존성]이고 따로 취할 수 없으면 [+의존성]이다.
  [내포성]과 [의존성]에 있어서 앞에 제시된 세 개념이 보이는 차이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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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념의 차이에 대해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앞서 주변부 층위, 중심
부 층위 그리고 핵 층위에서 모두 연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주
변부 층위에서 일어나는 대등연접, 종속연접 그리고 대등-종속 연접에 해
당하는 예를 각각 들어서 설명하겠다. 

(9) (가). 나는 갈 건데, 너는 갈 거야?
(나). 영희가 말도 없이 그냥 집에 갔다.
(다). 철수가 영희의 책상에 책을 두고 집에 갔다. 

          *철수가 집에 영희의 책상에 책을 두고 갔다.

(9가)에서 선행절의 언표내적 효력은 진술이고 후행절의 언표내적 효력은 
질문이다. 주변부에 걸친 작용소인 언표내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
은 [-의존성]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선행절이 후행절의 핵심 논항
(core argument)이나 주변부 논항(peripheral argument)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절은 [-내포성]을 보인다. 따라서 (9가)는 주변부 층위에서 일어나는 
대등연접의 예다. 
  (9나)에서 ‘말도 없이’라는 절은 부사절로서, 독자적으로 주변부 층위에 
걸치는 시제나 언표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주절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의존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말도 없이’라는 절은 문장
에서 부사처럼 V₂를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그냥 
집에 갔다’라는 주절의 주변부 논항에 속한다. 즉 해당 부사절은 [+내포
성]도 보인다. 따라서 (9나)는 주변부 층위에서 일어나는 종속연접의 예라 
할 수 있다.
  (9다)에서 선행절의 술어에는 시제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 후행절의 술
어에만 시제가 붙어 있다. 선행절의 술어에 과거 시제가 붙으면 문장의 수
용성이 떨어진다. 이렇듯 선행절은 후행절에 의지하는 [+의존성]을 보인
다. 그런데 선행절은 후행절 속으로 이동하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는 점과 
선행절이 후행절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선행절을 (9나)의 ‘말
도 없이’처럼 후행절의 어떤 논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처럼 선행절은 [-내포성]을 보인다. 따라서 (9다)의 문장은 주변부 층위
에서 일어나는 대등-종속 연접의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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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접 관계(nexus)를 따져볼 때 동사연쇄구성은 대등 연접, 종속 
연접 그리고 대등-종속 연접 세 가지 경우에 어느 것에 속할까? 한국어의 
‘걸어가다’와 ‘때려 마시다’, 그리고 ‘묵어가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걸어가다’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때려 마
시다’의 경우, V₁ 동사가 의미적으로 ‘말도 없이’와 같은 부사절처럼 V₂ 행
위가 진행되는 방식을 수식하지만, 통사적으로 V₁ ‘걷다’나 ‘때리다’는 ‘말
도 없이’처럼 V₂ 문장 전체의 주변부 논항(부사어 논항)이 되는 것은 아니
다. ‘묵어가다’와 같은 계기 동사연쇄구성의 경우 V₁이 의미적으로 V₂ 행
위가 진행되는 방식을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통사적으로 V₁이 V₂의 논항
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 구성의 V₁은 [-내포성]을 보인다. 그
리고 이 동사연쇄구성들의 V₁이 자신만의 상이나 시제 표지를 취할 수 없
고 V₂ 뒤에 붙는 표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성]을 보인다. 따라서 앞
에 든 동사연쇄구성은 대등-접속 연접(co-subordination)의 경우에 속한
다. 
  그런데 앞의 구성들과 달리, ‘(삼계탕을) 당겨먹다’의 경우는 조금 다르
다. 4.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V₂ 동사 ‘먹다’와 목적어 ‘삼계탕’로 구성된 
중심부가 V₁ 동사의 목적어 논항을 충당한다. 즉, ‘당겨먹다’에서의 V₂가 
[+내포성]을 보이는 것이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포성]을 
보인 연접은 종속 연접이다. 따라서 ‘당기다’와 ‘먹다’는 중심부 층위에서 
일어난 종속 연접이다. 
  그런데 두 동사는 한국어의 어순과 언어 유형 등의 관계로 이들은 최종
적으로 중심부 층위 종속 연접 동사연쇄구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당겨먹
다’와 같은 핵 층위 종속 연접 동사연쇄구성만을 형성할 수 있다.
  연접 층위(juncture)와 연접 관계(nexus)에 따른 분류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은 중심부 층위 대등-종속 연접 동사연쇄구성
(core-layer co-subordination svc)과 핵 층위 대등-종속 연접 동사연쇄
구성(nuclear-layer co-subordination svc), 두 가지가 있다. 한국어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즉 핵 층위 대등-종속 연접 동사연쇄구성만을 보유한다. 
이외에도 드물지만 한국어는 ‘당겨먹다’와 같은 핵 층위 종속 연접 동사연
쇄구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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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사연쇄구성의 유래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합성동사구성과 통사적 구성 사이에 도입하
여 V₁-어+V₂ 구성에 접근할 때, 주어진 V₁-어+V₂ 구성이 동사연쇄구성
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그 유래가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다. 동사연쇄구성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는 주어진 구성의 부차적이며 통사
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합성동사구성과 통사적 구성 두 가
지 용어로 V₁-어+V₂ 구성을 기술하는 방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후
자의 경우, 주어진 구성이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합성동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유래는 그것이 어떤 범주에 속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다. 
  이러한 접근법 상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4)와 (5)로 제
시할 수 있다.

그림(4)                                  그림(5)      

  그런데 주어진 구성의 유래가 그것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유래 자체가 중요

                                   
                                   

                          

V₁-어+V₂ 구성 

 통사적으로 결합된 
통사적 구성 

어휘부에서 결합된 
합성동사

통사적 구성인지 
통사적·의미적 구분 기준 

에 근거하여 판단

V₁-어+V₂ 구성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통사적 
구성 

동사연쇄   
구성 합성동사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
동사끼리의 
결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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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사연쇄구성의 유래는 주된 관심 대상이
기도 하다.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 다른 하나는 동사끼리의 결합에서 온 것이다. 두 가지 경우는 각각 
2.2에서 제시된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 기준 (사)와 (아)에 해당하는 
구성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3.1과 4.3.2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3.1. 통사적 구성에서 온 동사연쇄구성
  V₁-어+V₂ 구성 내부에 ‘-서’ 개입이 가능한 구성은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도 그 통사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ㄱ)과 (ㄴ), 두 가지 부류로 다시 세분할 수 있
다. 

    (ㄱ). V₁과 V₂ 사이에 ‘-서’ 개입이 가능한데, V₁이 V₂의 주어를 취할 수 
있는 것

  ‘-서’ 개입이 가능한 모든 구성 가운데, ‘(어떤 곳에) 눌러(서) 살다’와 
같은 일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두 (ㄱ)의 경우에 속한다. 예컨대 ‘걸어가다’와 같은 방식-이동 동사연
쇄구성, ‘씹어먹다’와 같은 방식-행위 동사연쇄구성, ‘주워 입다’와 같은 소
스 동사연쇄구성, ‘찔러죽이다’와 같은 수단 동사연쇄구성 등이 모두 (ㄱ)
에 속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ㄱ)과 마찬가지로 ‘-서’ 개입이 가능하지만, V₁이 V₂의 주어를 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를 아래에 (ㄴ)으로 제시한다.
 
    (ㄴ). V₁과 V₂ 사이에 ‘-서’ 개입이 가능한데, V₁이 V₂의 주어를 취할 수 

없는 것

  (ㄴ)에 해당하는 예로 (ㄱ)에서 제외된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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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다’ 외에도, ‘늘어앉다’, ‘건너듣다’, ‘주워듣다’, 그리고 ‘둘러말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구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자.

(10) (가).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죽어 버렸다고 판단해 여기서 그냥 눌러   
     서 살겠다고 했다.
(나). 스테이지 정면에 놓인 직각 테이블에 길게 늘어서 앉은 네 명의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이 오디션의 종료를 고했다. <콘 아모레, 예지>
(다). 나두 이렇게 우리 애들 쪽이 아니라 건너 건너 건너서 들었거든?
(라). 나도 정식으로 뭘(악기를) 배운 적은 없어.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서 듣고 연  
      습한 거지. <캠퍼스 로맨스 2권, 리별>
(마). (그는) 평소 내가 정치인들을 질색하고 만나지 않는 부분들을 둘러서 말하  
      는 것 같다. <참 쉬운 레이드 8권, 일단 이거>

(10)에서 보듯이, ‘눌러살다’, ‘늘어앉다’, ‘눌러살다’, ‘건너듣다’, ‘주워듣
다’, 그리고 ‘둘러말하다’는 모두 ‘-서’가 개입한 형태로도 쓰인다. ‘주워듣
다’의 경우, 구어에서는 ‘줏어듣다’라고도 한다. 이는 ‘주워듣다’가 ‘주워서 
듣다’에서 유래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 개입이 가능한 것은 이 구성들
이 통사적 구성 ‘눌러(서) 살다’ 등에서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V₁ 동사 ‘누르다’, ‘늘다’, ‘누르다’, ‘건너다’, ‘줍다’, 그리고 ‘두르
다’는 모두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어 V₂ 동사 ‘앉다’, ‘살다’, ‘듣다’, ‘살
다’, 그리고 ‘말하다’의 V₂의 주어인 ‘심사위원’, ‘조선 사람들’, ‘나’ 혹은 
‘그’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V₁의 주어는 불명확하다.
  (ㄴ)의 경우에 속한 예를 더 제시하면 ‘쥐여살다’와 ‘잡혀살다’를 더 들 
수 있다. 두 구성이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가). 저 커플 좀 봐, 언니. 저 남자, 평생 쥐여서 살 것 같은데? <웹>
(나). 1억 재산도 안 되는 나도 큰소리를 치면서 사는 데 나보다 20만 배나 되는  
      재산을 가진 놈이 마누라에게 잡혀서 살다니. <웹>

‘쥐이다’와 ‘잡히다’ 역시 앞의 ‘둘러말하다’와 마찬가지로 은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 ‘살다’는 주어 ‘저 남자’와 ‘20만 배나 되는 재산을 가
진 놈’을 취하면 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는 V₁ 동사가 구성에서 나
타내는 비유적 의미는 해당 동사 단독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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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V₁이 만약에 단독으로도 구성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로 쓰일 수 
있다면, 해당 구성이 V₂의 주어를 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눌려 살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12) (나는) 돈을 (아내에게) 잘못 벌어다 준다는 미안함에 꾹 참고 눌려서 살았지만 오늘 
폭발하는 것이다. <웹>

‘눌려살다’에서 ‘눌리다’ 역시 은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눌려살
다’ 구성에서 ‘눌리다’가 나타내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힘이나 규
제가 가해지다’ 정도의 의미는 그 단독으로 쓰일 때에도 나타낼 수 있다.

(13) 기 센 아내에게 눌려 큰소리 한 번 치지 못하는 쭈굴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처가댁
에 살뜰히 마음 쓰는 따뜻한 면모들로 시선을 모으기도. <서울 경제, 2019.11.15> 

(13)에서 보듯이, ‘눌리다’가 독자적으로 쓰일 때에도, ‘눌려살다’와 같은 
구성에서 나타내는 은유적 의미로 문제없이 잘 쓰인다. 따라서 (12)에서의 
‘눌리다’도 V₂ ‘살다’와 같은 주어로 ‘나는’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눌려살다’와 ‘쥐여살다, 잡혀살다’는 ‘-서’ 개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V₂
의 주어를 취할 수 있는 여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눌려살다’는 (ㄱ)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잡혀살다, 쥐여살다’는 그렇지 
않고 (ㄴ)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4.3.2. 동사 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동사연쇄구성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V₁-어+V₂ 구성은 동사들이 
‘-어’에 의해 연결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 V₁ 동사는 보통 경로, 목표, 방향 그리고 방식(어떤 행위가 
진행되는 양상이나 모습) 등을 부호화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구성도 4.3.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₁ 동사가 V₂의 
주어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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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연쇄구성                                         합성동사   
(ㄱ) (ㄷ) (ㄴ) (ㄹ)

A+B 
= “A” (+) “B”

A+B 
= “A” (+) “B”

A+B = “A′” (+) “B” 
A+B = “A” (+) “B′” A+B = “C” 

(가) a b
(나)
(다)
(라)

제시하면 (ㄷ)과 (ㄹ)과 같다. 

    (ㄷ). V₁과 V₂ 사이에 ‘-서’ 개입이 불가능한데, V₁이 V₂의 주어를 취할 
수 있는 것

    (ㄹ). V₁과 V₂ 사이에 ‘-서’ 개입이 불가능한데, V₁이 V₂의 주어를 취할 
수 없는 것

  (ㄷ)에 속하는 구성은 대체로 ‘-서’ 개입이 불가능하고 V₁이 본래의 의
미로 쓰인 것들이다. 이동-이동 동사연쇄구성 가운데 ‘건너다니다’나 ‘옮아
가다’처럼 V₁이나 V₂가 경로를 나타내는 것, ‘건너가다’처럼 V₁과 V₂가 모
두 경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찾아가다’ 등처럼 V₁이 V₂의 목표를 나타
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하는 예다. 
  (ㄹ)에 속하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서’ 개입이 불가능하고 V₁이 확장
된 의미로 쓰인 것들이다. ‘때려 맞히다’나 ‘(술을) 퍼마시다’ 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 등과 같은 V₁이 V₂ 사건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 그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 제시한 (ㄱ), (ㄴ), (ㄷ), 그리고 (ㄹ)의 네 부류를 반영해서 
앞의 2.3.2에서 제시된 동사연쇄구성과 주변 범주의 경계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은 ‘구워먹다’처럼 아직 어휘화되지 않는 V₁-어+V₂ 구성(a의 경우)과 ‘걸어가다’처
럼 이미 어휘화된 V₁-어+V₂ 구성(b의 경우)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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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위 표에서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회색으로 표시하고 합성동사 
범주를 색이 없는 부분으로 표시한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의에 따
라 두 범주를 매우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가), (나), (다) 그리고 
(라)의 네 가지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의 범주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ㄱ)과 (ㄷ)의 범주 안에 어떤 구성을 동사연쇄구
성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동사연쇄구성을 좁게 파악
할 경우, ‘구워 먹다’처럼 (ㄱ)에 속한 a의 경우만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는 
(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논의에 따라 (ㄱ)에 속하는 (a)와 (b)
의 경우를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보고 (ㄷ)을 동사연쇄구성으로 보지 않
는 (나)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ㄱ)과 (ㄴ)에 속한 구성을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보는 (다)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 
(나) 그리고 (다) 세 입장 중 어느 것을 취하든 (ㄴ)과 (ㄹ)를 동사연쇄구
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본고는 (가), (나) 그리고 (다)의 입장과 달리, (ㄴ)과 (ㄹ)에 속하는 
경우도 동사연쇄구성 구성으로 보는 (라)의 입장을 취한다. (ㄴ)과 (ㄹ)에 
속하는 동사연쇄구성은 주로 본고에서는 살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인
데, 이러한 동사연쇄구성은 원래 파마어와 같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언
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류의 동사연쇄구성은 실제로 한국어에도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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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건 연속체와 구조적 연속체 속 한국어 동사연쇄구
성의 위치

  이 절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한 앞서 논
의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연쇄구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구성이 두 가지
의 연속체에서의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파악하고자 한
다.

4.4.1. 사건 연속체 속 동사연쇄구성의 위치
  이 절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건 연속체에서 동사연쇄구
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구성에 대해, 동사들이 나타내는 사건들 간의 결
합 긴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제시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연속체에 배열되어 있는 단일 사건, 매크로 사건, 복합 사건, 병렬 사건이 
한국어에서 각각 어떤 통사적 수단으로 나타내는지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
자. 
  단일 사건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사 어간에 의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먹다’, ‘가다’ 등은 각각 ‘먹는 사건’과 ‘가는 사건’을 나타낸다. 두 동사 어
간에 의해서 표현되는 단일 사건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건이다. 물론 한국
어에서 많은 단일 사건은 V₁-어+V₂ 구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사건이다. ‘(돈이) 날아가다’, ‘(재산을) 넘겨
보다’, ‘(사람을) 구워삶다’ 등이 그 예다.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통사적 수단은 동사연쇄구성이다. ‘훔
쳐보다’와 ‘날아가다’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의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매크로 사건인데, 통사적 긴밀도가 낮은 ‘-고’에 의해 연결
된 V₁-고+V₂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예
다.
  복합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건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구워 
먹다’와 ‘훔쳐(서) 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구성이 나타내는 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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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는 비교적 느슨하여, V₁행위를 V₂의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V₁행위를 V₂의 방식으로 본다면 해당 구성이 매크
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이고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해당 사건은 
‘먹고 가다’와 마찬가지로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이 된다.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통사적 수단으로 종속 접속과 ‘두고 가다, (물을)
떠다 마시다’와 같은 통사적 결합도가 느슨한 종속적 연결어미가 X자리에 
개입한 V₁-X-V₂ 형 접속 구성이 있다. 그런데 복합 사건인데 통사적 결
합도가 높은 어미 ‘-어’가 개입한 V₁-어+V₂ 구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
도 있다. ‘받아가다’와 ‘받아넘기다’가 그러한 예다. 두 구성은 ‘두고 가다’
와 마찬가지로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별개 행위를 나타낸다. 그런
데 두 구성은 통사적으로 긴밀도가 높은 ‘-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통사
적 기준에 비중을 실어 보면, 해당 구성은 여전히 동사연쇄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보다 덜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 연속체에서 ‘받아가다’와 ‘받아넘기다’ 
두 구성은 접속 구성 ‘먹고 가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복합 사건의 범주에 
위치한다. 
  병렬 사건을 나타내는 통사적 수단으로 대등 접속과 ‘존경하고 사랑하
다’와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 ‘-고/-며’ 등이 X자리에 개입한 V₁-X-V₂ 
접속 구성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구성을 나타내는 사건들의 결합 긴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건 연속체에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 연속체는 원래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스펙트럼이므로 그 중간에 경계를 긋기 어려
운데, 편의상 각 유형의 사건 간에 경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단일 사건               매크로 사건                        복합 사건       병렬 사건
  (돈이)날아가다    >       (새가)날아가다      > 구워 먹다  >     먹고 가다     > 존경하고 사랑하다  
        구워삶다             (몰래)훔쳐보다                          떠다 마시다                     
                             (차를)타고 가다                         받아넘기다
                                                                     받아가다  
                                                                     묵어가다

사건 연속체 (event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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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연쇄구성은 매크로 사건,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 중간 지대에 있는 사건(예: ‘구워 먹다’), 그리고 복합 사건(예: 
‘받아가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동사연쇄구성 가운데,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높은 사건들이 
통사적 긴밀도가 높은 어미 ‘-어’에 의해 연결된 ‘날아가다, 때려죽이다, 
때려마시다’ 등이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이다.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과 
비교할 때, 사건 통합의 긴밀도는 높지만 통사적 긴밀도가 느슨한 어미 ‘-
고’에 의해 연결된 ‘(~을/를) 타고 가다’와 사건 통합의 긴밀도는 느슨한데 
통사적 긴밀도가 높은 어미 ‘-어’에 의해 연결된 ‘구워 먹다’ 그리고 ‘받아
가다, 받아넘기다, 묵어가다’는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은 매우 다양한데, 많은 구
성들 가운데,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통사적 관계가 더 긴밀한 것이 있고 
덜 긴밀한 것이 있다. ‘날아가다’, ‘걸어가다’, ‘훔쳐보다’ 그리고 ‘때려 마시
다’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날아가다, 걸어가다’와 같은 방식 행위 동사연쇄구성의 경
우, 의미적으로 V₁은 행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행위는 V₂에 의존하지 않는
다. 이와 달리, ‘훔쳐보다’나 ‘때려마시다’에서의 V₁은 의미적으로 상태/양
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상태나 양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V₂ 사
건 전반을 수식한다. 이는 ‘훔쳐보다’와 ‘때려마시다’의 V₁ 사건과 V₂ 사건
의 관계가 ‘날아가다’ 등의 경우보다 더 긴밀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두 구
성을 사건 연속체에서 배열할 때 각 구성은 ‘날아가다, 걸어가다’보다 더 
왼쪽(즉 사건 통합도가 더 높은 쪽)에 있을 것이다.
  ‘훔쳐보다’와 ‘때려마시다’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구성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 ‘(얼굴을) 뜯어보다’, ‘(공중에) 떠다니다’, ‘(술을) 
퍼마시다’ 등의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 있다.
  이외에도 ‘눌려살다’의 경우, ‘눌리다’가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로 독자
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훔쳐보다’ 등에서의 V₁과 다르지만, 
V₂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이나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훔쳐보다’ 등의 V₁과 동일하다. 사건 연속체에서 ‘눌려살다’를 배열할 때 
V₁의 의미적 기능이 ‘훔쳐보다’ 등의 V₁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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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살다’를 ‘훔쳐보다’ 등과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매크로 사건 내부에 존재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동사연쇄구성을 구
조적 연속체에서 다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7)

 

  그림(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건 연속체에 배열된 구성들 간에 의미
확장 양상이 포착된다. 현재까지 포착된 의미확장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워 먹다’처럼 매크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
건을 나타내는 구성이 그보다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높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편지
를) 뜯어(서) 보다’가 ‘(자세히) 뜯어보다’와 ‘(간신히) 뜯어보다’로 확장되
어 쓰이는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방식 동사연쇄구성이 그보다 긴밀도가 더 
높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어 쓰이
는 경우이다. ‘(침대에) 누워지내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지내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방식 동사연쇄구성이 매크로 사건을 나타
내는 수단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새가) 날아가다’
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매우 높은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 논

사건 연속체 (event continuum)
  단일 사건               매크로 사건                           복합 사건    병렬 사건
(돈이)날아가다  >  (몰래)훔쳐보다   >   (새가)날아가다  >  구워 먹다 > 먹고 가다 > 존경하고 사랑하다  
      구워삶다                                  때려죽이다   훔쳐 보다    떠다 마시다
                  (놀면서)누워지내다 ←(침대에)누워지내다      받아넘기다
               (정처 없이)떠다니다   ←(공중에)떠다니다      받아가다  
                    (술을)퍼마시다   ←  (물을)퍼마시다      묵어가다
                  (얼굴을)뜯어보다          ←    (편지를)뜯어보다    
                          눌려살다               들어가다 
                                         (차를)타고 오다         
         (계속)눌러보다 ← (너그럽게)눌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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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동사연쇄구성이 사건 통합의 긴밀도 또한 매우 높은 매크로 사건을 나
타내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너그럽
게) 눌러보다’가 ‘(계속) 눌러보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용법이 이에 해당한
다. 
  다섯째,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방식 동사연쇄구성이 추상적인 단일 사
건을 나타내는 합성동사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밥을) 말아먹다’가 
‘(돈을) 말아먹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 가지 의미확장 양상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동사연쇄구성 간
의 의미확장 양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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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구조적 연속체 속 동사연쇄구성의 위치

  2.4에서 제시한 구조적 연속체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합성동사 > 동사연쇄구성 > 통사적 구성 > 종속 접속> 대등 접속

  여러 종류의 동사연쇄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
보기 전에, 우선 동사연쇄구성이 그와 같은 구조적 연속체에 있는 인접 범
주인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의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사연쇄구성은 합성동사구성과 차이가 있다. 몇 개의 예를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방식 동사연쇄구성인 ‘(새가) 날아가다’의 경
우, 구성 전체가 비유적 의미로 쓰이게 될 때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모두 
불투명하게 쓰이게 되고, 숙어의 성격을 띤다. 제3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날아가다’는 전형적인 합성동사이다. ‘걸터앉다’의 경우는 구성이 나타내는 
의미를 봤을 때, 매크로 사건(방식 부사건+주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걸터-’의 어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쓰이지도 못하는 점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걸터앉다’와 같은 구성은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 합성어다. ‘나타나다’의 경우, 동사 ‘낱-’과 ‘나
(現)-’로 구성된 것으로, 그 어원은 명확하지만 현대한국어에서 ‘낱-’이 
더 이상 어근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은 동사연쇄구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타나다’와 같은 구성도 동사연쇄구성이 아니라 합성동사이다.
  또한 동사연쇄구성은 통사적 구성과도 차이가 있다. ‘먹고 가다’와 ‘존경
하고 사랑하다’와 같은 접속 구성은 의미적으로 사건 통합이 일어날 수 없
는 복합 사건 혹은 병렬 사건을 나타낸다. 이들 구성은 통사적 긴밀도가 
낮은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된 V₁-X+V₂ 형 구성이다. 물론 복합 사건인데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높은 ‘-어’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묵어가
다’, ‘받아가다’ 그리고 ‘받아넘기다’ 등 계기 동사연쇄구성이 그에 해당한
다. 이러한 구성을 처리할 때 본고는 통사적 기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동사연쇄구성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먹고 가다’와 ‘존경하고 사랑하다’와 달리, ‘구워 먹다’는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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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복합 사건 중간 지점에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구성이다. 굽는 행위
와 먹는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해당 구성은 ‘먹고 가다’와 마찬가
지로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접속 구성이고, 굽는 행위를 먹는 행위의 방식
으로 본다면 ‘구워 먹다’는 통합이 일어난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연
쇄구성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8)

  다음으로 다양한 동사연쇄구성이 구조적 연속체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Crowley(2002)의 경우 파마어의 동사연쇄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배열할 때는 해당 구성이 핵 층위 논항인지, 중심부 층위 논항
인지에 따라 배열하였다. 
  파마어의 예문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파마어의 경우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들은 한 세트의 논항과 상 표지 등 문법 
표지를 공유한다. 반면에,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의 구성 요소는 자신
만의 논항을 따로 취하고 두 요소는 하나의 핵심 논항만을 공유한다. 즉, 
파마어의 경우,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구분은 이미 구성 요소들의 통사적 긴밀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Crowley(2002)에서 동사연쇄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배열할 때도 
해당 구성이 핵 층위 논항인지, 중심부 층위 논항인지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순과 언어 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핵 층위의 동사
연쇄구성만 보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중심부 층위 

 합성동사        
 (재산) 날아가다  >
       구워삶다
       걸터앉다
       나타나다
       거머쥐다
       …

                동사연쇄구성         
                    날아가다          >         구워먹다

                     걸어가다                    …
                     눌러살다
                     잡혀살다                    
                     들어가다
                     찾아가다                   
                     훔쳐보다
                     때려마시다
                     …  
                     …                                   

   통사적 구성
     먹고 가다
(물을)떠다 마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다
…

구조적 연속체 (structural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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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연쇄구성에 따라 동사연쇄구성을 배열하는 방식은 한국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배열할 때, 
구성 요소들 간의 통사적 긴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동사연쇄구성의 유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사연쇄
구성의 구성 요소 사이에 ‘-서’ 개입이 가능하면 두 요소 간의 결합 긴밀
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해당 구성이 통사부에서 결합한 가능성을 제기한
다. 이 부류의 구성을 구조적 연속체에서 배열할 때에는 통사적 구성과 가
까운 자리에 배열해야 한다. 
  만약 동사연쇄구성 사이에 ‘-서’ 개입이 불가능하면, 이러한 구성을 이
루는 두 구성 요소 간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는 ‘(새가) 날아가다’와 같은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두 요소의 관계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 부류의 구성
을 구조적 연속에 배열할 때 합성동사구성과 가까운 자리에 배열해야 한
다. 이러한 점을 위 그림(8)에 반영해서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9)

  그리고 동사끼리의 결합 범주와 통사적 구성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구성
들도 그들의 통사적 긴밀도가 다를 수 있다. 
  우선, 동사 간의 결합에 속하는 구성인 ‘들어가다’와 ‘훔쳐보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들어가다’는 동사 간 결합에 속하지만, 구성 
요소들 각각이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
적·통사적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홈쳐보다’에서 V₁ ‘훔치다’는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는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는 ‘훔쳐보다’에서 V₁이 의
미적으로도, 통사적으로 V₂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훔쳐보다’와 ‘들어가다’를 배열할 때 ‘훔쳐보다’는 합성동사 범주와 

 합성동사        
 (재산) 날아가다  >
       구워삶다
       걸터앉다
       나타나다
       거머쥐다
       …

               동사연쇄구성     
             

          들어가다    >    날아가다       >   구워 먹다
            찾아가다         걸어가다 
            훔쳐보다         눌러살다  
            때려마시다       잡혀살다                
            …               …
                    
                                                          

   통사적 구성
     먹고 가다
(물을)떠다 마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다
…   

구조적 연속체 (structural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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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위치(즉 통사적 긴밀도가 더 높은 쪽)에 배열된다. 
  같은 맥락에서, 통사적 구성에서 온 구성인 ‘눌러살다’와 ‘날아가다’를 배
열할 때도 V₁이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배열하면, ‘눌러살다 > 날아가다’의 순서로 배열될 것이다. 통
사적 결합의 긴밀성에 있어서 동사연쇄구성 범주 내부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서 위 표(9)를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0)

 -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조적 긴밀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 연속체에서 동사연쇄구성을 배열할 때, 일차
적으로 동사연쇄구성을 ‘-서’ 개입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성을 동사끼리의 
결합과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으로 구분한다. 이차적으로는 다시 동사끼리
의 결합 범주와 통사적 구성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구성들을 통사적 긴밀도
에 따라 재배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 연속체에서 ‘묵어가다, 받아넘기다, 받아가다’ 등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들의 경우, 이들 구성들은 ‘-서’ 개입이 불가능한 
‘들어가다, 찾아가다’와 같은 부류로 제시된다. 또한 ‘타고 가다’의 위치는 
통사적 긴밀도가 낮은 ‘-고’에 의해 연결된 ‘두고 가다’와 모두 통사적 구
성 부류에 제시된다. 이로써 ‘묵어가다, 받아넘기다, 받아가다, 타고 가다’
와 같은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들은 구조적 연속체에서의 위치와 사건 
연속체에서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건 연속체와 구조적 연속체에서 동사연쇄구성과 그 인접 범주
의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동사연쇄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 범주와
의 관계까지 포착할 수 있다. 

 합성동사        
 (재산) 날아가다  >
       구워삶다
       걸터앉다
       나타나다
       거머쥐다
       …

             동사연쇄구성         
                  

 
훔쳐보다 > 들어가다 > 눌러살다 > 날아가다  >   구워 먹다

때려마시다  찾아가다    잡혀살다   걸어가다
            묵어가다                                    … 
                  …   
                                                          
      

   통사적 구성
     먹고 가다
(물을)떠다 마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다
     타고 가다
       …

구조적 연속체 (structural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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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본고는 기존의 한국어학계에서 흔히 사용해 온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
이라는 두 용어 외에 동사연쇄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주어진 
구성을 기술할 때 ‘통사적 구성이 아니면 합성동사이다’와 같이 이분 체계
로 기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합성동사-동사연쇄구성-통사적 구성’과 
같은 삼분 체계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 범주를 확립하며, 나아가 동사연
쇄구성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 두 가지 용어로, 주어진 구성을 기
술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립적인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동사연쇄구성’
이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의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
시하였다. 첫째는 합성동사범주를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V₁-어+V₂ 구성을 그 유래(형성 부문)와 관련짓지 않고 더 경제적으로 기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V₁-어+V₂ 구성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에 대한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정의 기준과 
의미적 정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에 적합한 통사적 정의 기준 
두 가지를 새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새로 제시된 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어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이 범주와 인접한 합성동
사 범주와 통사적 구성, 두 범주 간의 경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사
연쇄구성의 정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분법적 접근법과 스펙트럼 접근법 
중, 본고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스펙트럼 접근법은 동사연쇄구성의 정의 기
준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고 가다’와 ‘묵어가다’처럼 통사적 긴밀도
와 사건 통합의 긴밀도가 일치하지 않는 구성과 통사적으로 ‘때려 마시다’
와 ‘건너듣다’처럼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구성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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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제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이동-
이동 동사연쇄구성, 방식 동사연쇄구성, 수단 동사연쇄구성 등의 다양한 
부류로 구분하였다. 이들 가운데 방식 동사연쇄구성에 속하는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류이다. 사건 논항 동
사연쇄구성은 V₁ 동사가 V₂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내지만, V₁ 동사
가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훔쳐보다’와 ‘때려 마시다’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잉여표현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
한 잉여표현이 형성되는 이유는 V₁이 나타내는 확장된 의미를 더 명확하
게 표현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합성성을 살펴보았다. 합성적인 의미
를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으로 방식 동사연쇄구성 ‘뛰어가다’와 이동 동사
연쇄구성 ‘건너가다’ 등을 들 수 있고, 의미가 합성적이지 않는 동사연쇄구
성의 예로 ‘때려 마시다’와 ‘늘어앉다’를 들 수 있다. 동사연쇄구성의 의미
가 비합성적인 원인은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의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경우 의미가 비합성적인 동사연쇄구성은 사건 논항 동
사연쇄구성에 속한다.
  또한 3장에서는 합성동사구성 범주와 동사연쇄구성 범주 그리고 통사적 
구성 범주 간의 의미 확장 양상 및 동사연쇄구성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 확
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세 범주 간의 의미 확장 양상은 동사연쇄구성 ‘(새
가) 날아가다’가 합성동사 구성 ‘(돈이) 날아가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동사연쇄구성 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 확장 양상으로 
방식 동사연쇄구성 ‘(침대에) 누워지내다’가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아
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지내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
다. 흔하지는 않지만 같은 부류의 동사연쇄구성 간의 의미 확장 양상도 존
재한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너그럽게) 눌러보다’가 ‘(계속) 눌러보
다’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4장에서는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사연쇄구
성의 논항 공유 현상을 살펴보았다. 논항 공유 현상에 따라 동사연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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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면 주어 공유 동사연쇄구성, 주어-목적어 공유 동사연쇄구성, 논
항을 공유하지 않는 구성 등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서 본고는 한국어의 동사연쇄구성이 논항을 공유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 ‘(술을) 퍼마시다’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어서 본고는 역할지시문법에 입각하여 연접 층위(juncture layer)와 
연접 관계(nexus)에 따라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
다. 연접 층위에 있어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어와 파마어의 동사연쇄구성을 살펴보았다. SVO이자 고립
어인 중국어와 SVO 언어지만 교착어인 파마어의 경우, 핵 층위 동사연쇄
구성과 중심부 층위 동사연쇄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SOV의 어순과 교착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핵 층위 동사연쇄구
성만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접 관계에 있어서 한국어 동사연쇄구성
은 일반적으로 대등-종속 연접이라는 연접 관계를 보이지만, 드물게 ‘당겨
먹다’처럼 종속 연접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연쇄구
성의 유래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동사 간의 결합이
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구성에서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동사연쇄구성뿐 아니라 그 인접 범주 간의 관계까지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연속체와 구조적 연속체에서 
동사연쇄구성의 위치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동사연쇄구성은 사건 연속체
와 구조 연속체에서의 위치가 일치한다. 그러나 덜 전형적인 동사연쇄구성 
‘타고 가다’와 ‘묵어가다’ 등의 경우 두 가지 연속체에서의 위치가 다르다. 
구조적 연속체에서 ‘타고 가다’는 통사적 긴밀도가 낮은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두고 가다’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구성 부류에 제시되지만, 사건 연
속체에서는 매크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연쇄구성 부류에 제시된다. 구조
적 연속체에서 ‘묵어가다’는 그 내부에 ‘-서’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들어가다’류 동사연쇄구성과 같은 부류에 제시되지만, 사건 연속
체에서는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과 같은 부류에 제시된다. 
  본고와 선행연구는 여러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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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고는 언어유형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동사연쇄구성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국
어에 적합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에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확립하였다.
  둘째, 본고에서 설정한 동사연쇄구성의 범주와 합성동사의 범주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크다. 우선 동사연쇄구성 범주의 차이를 보자. 본고에서 제
시한 동사연쇄구성의 범주는 기존의 연구보다 훨씬 크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본고에서 제시한 방식-이동 동사연쇄구성, 방식-행위 동사연쇄구
성, 원인-결과 동사연쇄구성, 일부 계기 동사연쇄구성 그리고 수단 동사연
쇄구성에 해당하는 것을 동사연쇄구성으로 간주하였다. 본고는 
Aikhenvald(2018)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간 흔히 합성동사로 처리해왔던 
‘들어가다’와 같이 ‘-서’ 개입이 불가능한 것, ‘알아보다’와 같은 두 동사의 
순서가 뒤바뀐 것, V₁이 확장 의미로 쓰인 ‘(술을) 때려 마시다’, 그리고 
통사적 구성의 사용 빈도가 낮아 통사적 구성에서 굳어진 것으로 보기 어
려운 ‘(연필을) 밀어 깎다’ 등도 동사연쇄구성으로 본다. 이들 구성을 모두 
동사연쇄구성으로 기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로 V₁-어+V₂ 
구성을 그 유래(형성 부분)과 관련을 짓지 않고 더 경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본고는 한국어에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 부류 동사연쇄구성 중의 일부는 논항을 공유하지 않는 동사연쇄구성이
기도 하다. ‘(몰래) 훔쳐보다’와 ‘때려 마시다’, 그리고 ‘(술을)퍼마시다’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건 논항 동사연쇄구성은 파마어와 같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한국어에도 
많이 존재한다.
  넷째, 본고는 역할지시문법에 입각하여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의 통사적 특
징을 살펴보았다. SVO 어순의 고립어인 중국어와 SVO 어순의 교착어인 파
마어는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과 중심 층위 동사연쇄구성을 모두 가지지만, 
한국어는 이들 언어와 달리, 자신의 어순(SOV)과 언어 유형의 관계로 핵 
층위 동사연쇄구성만 보유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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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은 문제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이라는 범주를 확립하고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살펴
보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 대상에 있어서, 본고는 약 900개의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
고 있으나 실제 검토 시, 가장 대표적인 구성만을 살펴보았다는 단점이 있
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더 많은 구성을 살피고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는 사전과 웹에서 관찰되는 V₁-어+V₂ 구성만을 연구 대상으
로 삼고 있고, 구어에서 사용되는 V₁-어+V₂ 구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
다. 구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더 다양한 동사연쇄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TV 프로그램인 <동물농장>에서 여자 출연자
가 길강아지에 대해 “저희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더니 완전히 눌러 붙어 살고 있어요.”라고 발화하
였다. ‘눌러 붙어 살다’와 같은 동사연쇄구성은 구어 자료에서 더욱 풍부하
게 관찰될 수 있다. 구어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더 다양한 구성을 살
펴보는 것이 추후의 과제가 된다.  
  그리고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을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분류
하고자 하였는데, 더 다양한 구성을 살펴보면, 분류하기 어려운 구성도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면 더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동사연쇄구성을 가지는 중국어와 파마어 등 언어와의 
대조를 시도하였으나, 특정한 부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대조가 이루어졌
다.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을 한국어와 어순 및 언어 유형이 다른, 다양한 
언어와 대조해보면 한국어 동사연쇄구성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를 다양한 연쇄 언어와 대조하는 일 또한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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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语连动结构研究

徐翠娥

    本文旨在在韩国语的语法体系中确立连动结构这一范畴，并探讨韩国语连
动结构的语义及语法特征。连动结构在汉语等孤立语中较为常见，在韩国语这
样的黏着语中是否存在这一范畴往往具有争议性。本文认为韩国语不仅有连动
结构，其连动结构还非常丰富。
    本文共有五章。第一章细述了研究目的，研究的意义，进行了先前研究总
结，并介绍了研究对象与方法，以及本文的构成。
    在第二章，连动结构在韩国语研究中属于相对生疏的主题，因此本文在探
讨韩国语连动结构之前，首先介绍了有连动结构与没有连动结构的语言的特
征，以加强对连动结构的理解。其次本文批判了学界常使用的关于连动结构的
定义，指出了其缺点，并补充了两条符合韩国语语法特征的新标准。在补充和
修改了原定义后，本文提出了符合韩国语特征的新定义，并以此新定义为基
础，在韩国语的语法体系中确立了连动结构这一范畴。
    在第三章，本文对韩国语连动结构的语义特征进行了分析。主要探讨了连
动结构要素之间的语义关系，连动结构的语义合成性，以及连动结构的语义延
申现象。
    本文首先根据连动结构构成要素之间的语义关系，将连动结构分为空间移
动事件连动结构，方式连动结构，因果连动结构，结果连动结构，以及手段连
动结构等几类。其中，方式连动结构中有一类连动结构被称作“事件论元连动结
构”。此类连动结构在韩国语中尚未被探讨过，比如‘훔쳐보다’就属此类。‘훔치
다’原意为‘偷’，是动词，在‘훔쳐보다’这一结构中意为‘偷偷地’，表达的是副词
的意思，‘훔쳐보다’整体意为‘偷偷地看’。此类连动结构的语义及语法特征表现
为:V₁动词独自使用时无法表达在此结构中表达的意思。之所以称为事件论元连
动结构是因为此类结构中V₁动词在功能上与副词一样修饰V₂动词与他的论元所
表达的整个事件，若是此时V₁动词定要取个论元的话，可看成是取V₂与它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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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一起所表达的整个事件为论元。
    其次本文对连动结构的语义合成性进行了分析。一般来说事件论元连动结
构的语义具有非合成性的特点，但并非绝对。最后本章还阐述了连动结构范畴
内部以及范畴之间的语义延申现象。原意为‘耐着性子看((너그럽게)눌러보다)’
的事件论元连动结构经过语义延申后可表达‘一直看((계속)눌러보다)’的意思，
表达后者意思时该结构依旧是事件论元连动结构。因此此类语义延申现象属于
连动结构范畴内部的语义延申。而原意为‘飞走’的方式连动结构在表达其抽象隐
喻义‘(钱)打水漂’的意思时是合成词，因此此类语义延申现象属于连动结构范畴
与合成词范畴之间的语义延申。
    在第四章，本文探讨了韩国语连动结构的语法特征。本章首先探讨了韩国
语连动结构的论元共享现象，其次指出了其在连结层位(juncture layer)与连结
关系(nexus)上所表现出的特征，并阐述了连动结构的由来，最后还探讨了在事
件连续体(event continuum)与结构连续体(structural continuum)上连动结构
的分布。
    首先本文根据论元共享现象将连动结构分为:主语共享连动结构，主语-宾
语共享连动结构，宾语共享连动结构，功能转换连动结构，以及论元不共享的
连动结构，共五种。其中最后一种论元不共享连动结构主要来自语语义分类中
的论元事件连动结构。论元不共享连动结构的发现也打破了先前研究中韩国语
连动结构须共享论元的这一固有观念。
    其次，韩国语的连动结构在连结层位上无一例外都属于谓词层位的连动结
构，在连结关系上绝大部分连动结构都属于‘并列-从属’类型的连动结构，虽不
常见，但也有‘包孕’类型的连动结构，‘당겨먹다’属此类。韩国语连动结构在连
结层位上表现的这一特征与其是SOV型黏着语这一特征有着十分紧密的关系。
最后韩国语的连动结构主要有两个来源，一种是动词与动词直接被连接语尾‘-
어’连结后而形成的V₁-어+V₂结构，‘돌아오다’当属此类。另外一种是从复句简
化而形成的V₁-어+V₂等结构，‘날아가다’属此类。
    最后在第四章中，本文将连动句按照其表达的事件之间的紧密度高低在事
件连续体(event continuum)上进行了排列，将其按照其构成要素的结合紧密度
的高低在结构连续体(structural continuum)上进行了排列。大部份的连动结构
在两个连续体上的分布一致，但非典型的连动结构‘타고 가다’和‘묵어가다’在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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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连续体上的分布则不一致。
  在第五章，本文对一至四章的内容进行了归纳总结，提出了本文的研究意
义，并指出了本文的不足之处。

关键词: 韩国语，连动结构(Serial Verb Construction), V₁-어+V₂结构, 语义特征, 
语法特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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