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에 관한 연구* 

한 재 영 

1 . 서 론 

1.0. 연구목적 

본고는 중세국어의 복합동사가l 이루어지는 구성 원리를 파악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세국어에서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 

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 방식을 보이는 예들의 구성 내용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보다 큰 목적은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데에 작용하는 원리의 파 

악에 있다- 여기서는 우선 복합동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의 

내용을 확인하고，2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로한다. 

중세국어의 복합동사 구성 원리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논의들을 통하여 그 

대강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밝혀진 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그것으로， 복합동사의 구성에 관한 이러한 이해 태도는 일반적인 견 

해를 구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 가. 영사 + 동사어간 

나. 동사어간 + 부사형어미 + 동사어간 

다. 동사어간 + 동사어간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l 본고에서 사용하는 복합동사라는 용어는 현행 학교문법의 숲어체계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복합법(compounding)과 파생법 (derivation)을 아우르는 용어로는 합성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하나의 글 안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용어의 혼동만 피할 수 
있다연 어느 쪽의 선택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동사’라는 

용어로， 특별히 밝혀 구분하지 않는 한， 자동사와 타동사는 물론 형용사도 함께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 복합동사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 
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이해 태도가 크게 다르 
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 까닭이다 복합동사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엽적으 
로는 이기문(197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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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정리되는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 방식은 다음의 (1')에 제시된 몇몇 

구체적인 예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연적으로만 본다연 더 이상의 논의 

는 불펼요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1’ ) 가 나틀 을들 빗나 일없-

가’ 당가들 일암 힘쁘-

나 구버 보 나아가 몰라보-

다. 걸앉 것꽂 나들 넘 듣 표롯-

일반적인 견해의 내용이란， (1 ' 가)가 ‘명사 +동사어간’의 예 가운데 ‘주어-동사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고 (1 ' 7} ')은 ‘명사 +동사어간’의 예 가운데 ‘목적어-똥사 

관계’를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 그것이며， (1' 나)는 ‘동사어간 + 부사형어미 + 동사 

어간’의 경우를 보여주고， (1'다)는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이해의 내용이 그릇된 

것은 아니나， 이해의 기본적인 시각이 주로 표연적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이해 태도에 대한 동의에 다 

소 유보적 인 태도를 취하려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점차 드러나게 되겠지만， 표면적인 모습에 차이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들 

모두를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블드리다’를 보이고 있는 예 (2)와 (2')은 본고에서 취하려는 태도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보이고 있다 

(2) 一切相을 노기샤미 바클리 흐르는 율든흐므l 걷후실씨 넙고 크고 겁 

고 머다 당시니라 〈월석 11 : 99a> 3 

(2') 희니 시서 튼외용디 아니며 거므니 릎트럼 빙?론디 아니라 〈능엄 

10: 9a> 

표면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는 (2)와 (2')의 ‘블드리다’와 같은 예에 대한 온 

당한 접근이， 어휘가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언(多言)을 펼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는 ‘물을 들게 하다’라는 

구 구성을 보이는 것이 고， (2')은 ‘염색하다’의 의 미 를 가지는 복합동사 구성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문장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복합동사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합 구성을 보 

이는 경우들에 대한 성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약호는 한재영 0984， 1 잊)6)의 갓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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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연구사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합동사에 대한 대다수 기존의 논의들이 구 구성과 복 

합동사 사이의 판별 기준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 

이라고 하겠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엽적들이기는 하지만 이익섭(1967) ， 김 

규선 (1970)， 김창섭 0981 ， 1990, 1997), 서정수(981) ， 박홍근(981) ， 이주행(1981 ) ， 

이석주0987 ， 1988)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 · 통사 · 의미론적인 복합동사의 

판별 기준들이 그것으로서 4 제시된 판별 기준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구 구성과 복합동사의 판별이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님을 뜻하는 것 

이다. 제시된 판별 기준들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기존의 엽적들이 

취하고 있는 복합동사에 대한 이해의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는 유의할 

펼요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나 어휘가 존재하는 배경이 문장임에도 불 

구하고 주된 관심의 초점을 어휘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5 

중세국어의 복합동사를 살피면서 당연하게 되는 일차적인 문제는 논의의 출 

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동사의 판멸 기준 선정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 

며 ， 현대국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 중세국어에 대한 적용에는 적 

잖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현대국어 복합동사의 판별 기준으로 

동원되었던 ‘휴지(休止)， 강세 ， 후치사의 개입 가능성 ， 관계화 변형 ， 생략’과 같 

은 내용들은 현대적인 직관에 기댄 것이나 중세국어의 복합동사는 우리의 섣부 

른 직관의 적용 대상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의 복합동사를 다 

룬 기존의 엽적들로는 허웅0966， 1967), 장종하(986) ， 김세중(1990) ， 이선영 

(199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선영 0992: 8-32)에서는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음운 · 형태 · 통사 · 의미론적인 특성을 살펴 그들을 판별기준으로 삼기도 하였 

다 6 그러나 이러한 판별 기준이 큰 무리없이 적용되는 대상은 (1가)와 그의 

용례인 (1 ' 가， 가' )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1나， 다)와 

그 용례인 (1 ' 나， 다)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들에 적용된 기준의 선 

명도가 (1가)와 (1’가， 가，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동사어간’끼리 

결합하여 복합통사를 이루는 (1다)의 예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의심없이 

복합동사로 간주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들에 

대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4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 리는 이선영0992: 4)로 미루기로 한다 

3 그런 점에서 본다연， 단순한 어휘의 범위를 념어서 어휘의 통사적 인 용법에 관심을 

둔 김창섭(1981)이나 15세기 국어를 다룬 이선영 (992)의 논의태도는 어느 정도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연구사에 대한 대강은 참고논저 목록으로 대 

신하기로 한다. 

6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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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태도 

이제 본고는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을 보이는 복합동사 가운데 ‘동사어간 +통 

사어간’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7 본고가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경우의 예들이 특별 

한 검증 과정 없이 복합동사로 다루어지는 데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기는 하나， 이 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하여 비로소 복합동사의 구성 원 

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모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연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여기서 ‘동사어간 + 통사어간’ 형식의 

복합동사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여도 (1나)의 ‘동사어간 + 부사형어미 + 

동사어간’ 형식 의 복합동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 

선 (3)의 예에서와 같이 두 가지 구성 형식의 공존 즉 ‘빌먹다’와 ‘비러먹다’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 가지 형식 사이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3) 가. 나라해 빌보곡란 오시니 다 몰라보습더니 小뿔할이라 캉더라 <월 

석 }: 5b> 
나. 가즐비건댄 사클 미 제 옷 가온뎌 如意珠룰 믹오 제 아디 몸캉야 

他方애 찢융露후야 브l뢰보Z:l.~놈 걷후니 〈능엄 4: 62b> 

공존하는 어휘의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다면 공존의 이유도 문제이겠으나， 그 

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의 배열이라든가 공기제약과 같은 문제를 공 

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들이 각각 별개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한다. 먼저 ‘동사어간 + 동 

사어간’의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 가운데서 진 

정한 복합동사를 가리기 위한 기준올 살핀다. 그리하여 찾아진 복합동사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선후행요소들 사이의 의미 관계나 음운론적인 조건 

또는 형태소나 단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고려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위의 예 (3)에 든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들을 

살펴 의미상의 차이점은 없는지， 구문 형성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 동에 관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해 

당 용례를 보이는 자료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도 일관된 관심 

을 유지하기로 한다 

7 ‘동사어간+ 통사어간’의 구성에 주된 관심올 가지기로 한다는 태도가 가지는 또 다른 
전제는 중세자료에서 동사어간의 모습이 확인되는 용례들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다는 것이다.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선후행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세자료에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검토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펼요한 경우가 아니라 
연， 본고에서는 선후행 요소 각각의 용례를 일일이 들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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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2.0. 복합동사에 대한 인식 

복합동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 복합동사인 

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피려고 하는 복합동 

사의 대상을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 바 

있으나 ‘동사어간 + 동사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필요하고 

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연적으로 ‘동사어간 + 통사어간’의 구성을 

보이는 어휘들 가운데 진정한 복합동사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로 복합동사의 구 

성 형식 또는 유형에 관심을 가져온 지금까지의 논의 태도부터 되돌아볼 필요 

가 있다. 기존 논의들에 대한 본고의 시각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복합어의 정의라든가 복합어와 구의 구분 기준 또는 복 

합어의 형성 규칙， 첩어나 한자 복합어의 형성 둥에 관한 논의들과 같이 논의 

의 주제가 다른 것은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일한 주제 

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구조주의적인 방법 또는 생성문법적인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복합동사에 관한 기존의 어떠한 주제의 논의나 어떠한 방법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왔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합동사의 정의를 ‘물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된 동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니나 복 

합동사를 구성하는 요소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진정한 복합동사에의 접근은 그 

만큼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복합동사의 구성 형식이란 복합동사를 구성하 

는 과정에 불과할 뿐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2.1 진정한 복합동사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인 복합동사에 대하여 ‘동사어간 + 동사어간’이 라 

는 구성 형식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 가운데에 

서 진정한 복합동사를 가리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된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가기 

로 하자 8 

8 0] 선영(1992: 33)에서는 이들의 유형에 대하여 다시 하위분류하여 ‘자동사 + 자용사’형， 
‘타동사 + 타통사’형， ‘타동사 + 자동사’형 ， ‘자통사 + 타동사’형 ， ‘상태동사 + 상태동사’형 ， ‘상 
태풍사 + 자동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루어진 복합동사가 서술어 

로서 가지는 구문의 구조에 관십올 가질 경우 이외에는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단 

순한 유형의 분류보다는 기준확인과 구성 원리의 파악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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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그 주근 사딛민 벼를 쇠 둥의 서르 다혀 결단콕 두 ?애 사걷민 

로 블드러 <구간 1: 71b> 

나.ttt間엣 聚生을 어엿비 너겨 護持홀 민 4 딜 낸첼되 因果 l 몸다 

민차 이실써 <월석 2: 63a> 

위의 예 (4가)와 (4나)는 각각 ‘걸티다’와 ‘내쩌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의 

표연적인 구성은 ‘동사어간 +동사어간’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걸티 

다’와 ‘내해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면 기원적으로 이들이 봉사 ‘걸 

다’와 ‘티다’， 그리고 ‘내다’와 ‘해다’의 어간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쓰임으로 보아 예 (4)에 보이는 통사에 대하여 복합동사라고 하 

기는 어렵다. 여기서 이틀을 복합동사가 아니라고 한다연 과연 복합동사란 무 

엇인가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문제에 용착하게 된다 ‘둘 이상의 어근 

으로 구성된 동사’라는 정의만으로는 (4)의 ‘걸티 다’와 ‘내해다’가 복합동사가 아 

니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걸티다’에서의 ‘-티 -’와 ‘내 

해다’에서의 ‘-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세접미사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예 (4)의 ‘걸티다’와 ‘내해다’ 

가 복합동사가 아니라 파생동사라고 보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파생동사 

라고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 복합 

동사와 파생동사를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 

(5) 복합동사 성립의 제 1 조건(의미 반영 조건) 
복합동사에는 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실질적인 의미가 각각 반영되 

어야 한다. 

위의 (5)는 복합동사와 파생동사를 가리는 데에 유효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 1 조건에서 의미하는 ‘의미의 반영 ’의 정도가 개별 복합동사에 따라 그 양상 

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 (4)에 보인 ‘걸티다’와 ‘내해다’의 ‘-티-’나 

‘-해-’와 같이 ‘치다’나 ‘끌다’의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복합동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제 1 조건은 다음과 같은 예에 대해서도 

유효한 조건이 된다 

(6) 가 고기 는 ?는 물겨를 부러 놀애 브르는 부체흘 이어고 져비는 논 

는 고즐 말좌 춤 츠는 돗피 디 농다 <두초 15: 33a> 
나 든리예 떼 딜 민흘 넌즈시 최첼신과 및人패1力을 어'，;- 다 슬링리 

〈용가 87> 

9 복합동사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나， 복함어와 파생어의 판별 기준에 대한 기존 
의 논의들에 대한 정리는 ~i$文人(J 993: 80-91)을 참조할 것 

10 ‘실질적인 의미’란 개별 어휘를 어휘 해체하였을 경우에 도출할 수 있는 의미나 일반 
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주 내의 비유적인 의미까지 아우르는 다소 넓은 뜻플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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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6가)와 (6나)는 ‘박흔다’와 ‘치해다’의 예이다. 이들도 역시 표면적으로 

는 ‘통사어간 + 동사어간’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복합동사와는 거리가 있다 

(5)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박흔다’와 ‘치해다’의 ‘박-’과 ‘치-’는 

‘박다’나 ‘치다’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강세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

위의 (5)로 제시한 ‘복합동사 성 럽의 제 1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복합동 

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로는 다음의 예들도 들 수 있다 통사어간에 보조동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7) 가 f이 드르시고 즉자히 F힘-柳애 가샤 뎌 {I ll人 을 보샤 렘數창시고 

니딛샤뎌 샤를 토견좌단 듣고 Q얀뼈올 求후노이다 〈석보 ll: 28a> 
나. 이틀 나래 남지늬 모미 피후며 헤을어 빼 금희드렛거늘 〈월석 

10: 24a> 

예 (7가)의 ‘두겨시다’와 (7나)의 ‘글희듣다’는 각각 동사 ‘두다’와 ‘겨시다’， ‘글희 

다’와 ‘듣다’의 어간이 결합한 형태로， ‘두시었다， 풀어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다. 이들 예에서의 ‘겨시다’와 ‘듣다’는 각각 상태와 피통올 나타내는 보조동사 

로 쓰여 ，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시다(있다)’와 ‘지다(떨어지다)’의 어휘적인 의 

미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JJ 표면적으로는 ‘동사어간 +동사어 

간’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복합동사와는 거 리가 있다. 

그러나 제 1 조건인 ‘의미 반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복합동 
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을 먼저 살피기로 하자. 

(8) 가， 어버이 口 뜨디 亡00을 알고 로담죠각묘 아니창니 <績三 열· 

28a,b> 

나. 용 녀름지이란 다른 風倚올 親허 창고 희 든래 나모 Z료밍앞 빙 

?론 門의 잇노라 〈두초 ll : 49a> 

다. 볕난 나래 창씨메 희 드리비취어든 간틀완등 후는 드트리라 〈칠 

대 3b> 

라. 舍衛國大멀須達이 가4며러 천랴이 그지업고 布施캉기롤 즐겨 銀

難당며 어엿븐 사딛물 쥔호언 거리칠써 <석보 6: 13a> 

마- 도측 罪 주는 法은 주겨 제 겨집 조쳐 산료물던놔 내 그저피 묘 

흔 쩔珞을 가옛다니 <월석 10: 25b> 

바. {I뼈羅 l 보고 블리뽀치거든 즉자히 빠摩質多阿備羅롤 스t료즈쁘f 얽 

11 ， 디다’와 ‘듣다’가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여 피동을 나타내는 것에 관해서는 한재 
영 (984)를 참조할 것 연결어미 ‘-아/어 ’ 없이 ‘디다’와 ‘듣다’를 취하여 피동구문을 나타 

내는 동사들로는 ‘거디다， 녹디다， 떼디다， 헤디다’와 ‘것듣다~브듣다， 뽑듣다， 헤듣다’ 등 
이 있다 어간과 바로 결합한 ‘디다’와 ‘듣다’의 예는 그밖에도 여렷이 있으나， ‘떨어지다’ 

라는 어휘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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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져오거든 <월석 11: 3Ob> 

위의 예 (8)은 표연상으로 보아서는 ‘통사어간+동사어간’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 ‘구퇴우기다 7 딛'!]다， 드리비취다， 쥐주다， 사닫묻다， 사딛잡다’를 

보이고 있다. 이들 통사가 복합동사 성 립의 제 1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선 
행요소와 후행요소들의 실질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연 이들 동사의 

구성성분들은 펼수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들 동사의 구성성분들은 생략이 불가 

능하여야 한다. 펼수적인 구성 요소라면 그들이 생략될 경우 문장의 성립 자체 

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예 (8)에 보이는 문장의 동 

사들은 선행요소가 생략된 경우에도 문장의 성 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 다음의 예 (8')은 위의 예 (8)에 보인 동사의 선행 요소들을 생략하여 본 

것이다 12 

(8') 가. ‘어버이 口 뜨디 디口口을 알고 호강단 아니캉니 

나몫 녀름지이란 다른 風힘을 親히 캉고 힌 돈래 나모 와얀 멍? 

론 門의 잇노라 

다 *볕난 나래 창씨메 희 브l뢰건듣 간들완들 용는 드트리라 

라舍衛國大멀須達이 가4며러 천랴이 그지엽고 布施후기 를 즐겨 

銀難후며 어엿븐 사딛블 로와 거리칠씨 

마 ‘도측 罪 주는 法은 주겨 제 겨집 조쳐 올던난 내 그저피 표흔 

쩡g珞을 가옛다니 

바 *備羅 l 보고 을리뽀치거든 즉자히 빠摩質多阿備魔룰 좌봐 얽믹 
야 가져오거든 

위의 예 (8)에서의 선행요소가 생략된 (8’)의 예가 성 립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생략된 성분들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 

문장에서의 필수적인 성분이라연 문장 자체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 서술어에 의미 내용을 보태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문장 성 

분은 바로 부사인 바， 예 (8)에서의 생략된 선행요소는 부사인 것이다. 다시 말 

하자연 ‘구퇴우기 다， 7 딛마다， 드리비취다， 쥐주다， 사걷묻다， 사걷잡다’의 ‘구퇴， 

?클， 드리 ， 쥐， 사딛， 사딛’는 ‘구퇴다 7 끌다， 드리다， 쥐다， 사클다’ 동의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부사로서 파생접미사 ‘- 0 ’를 취한 영파생의 경우를 보이는 예 

라 할 수 있다 14 이들이 파생부사라는 사실은 (8)의 예들이 이루고 있는 흐름 

12 예문의 앞에 붙인 ‘ • ’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전과는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1 3 ‘단위문장’이란 하나의 서술어와 그가 취하는 논항이 이루는 최소단위의 문장을 뜻한 
다 한재영(l9ÇX))에서 취하였던 개념이다 

14 이렇듯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심재기(1982 : 4 11)을 참조할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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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구퇴다 7 걷다， 드리다， 쥐다， 사딛다’ 등으로 구성되는 단위문장들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데에도 이유를 두고 있다 15 흑 예 (8)에 쓰인 ‘구틱 7 

딛， 드리， 쥐， 사딛 ’ 등의 의미가 ‘구틱다 7클다， 드리다， 쥐다， 사걷다’ 등이 가 

지는 의미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부사가 아니라 복합동 

사의 선행요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합동사의 구 

성 요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미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특히 어기의 의미가 지극히 제 

한되는 현상은 파생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예 (8)에 보인 동 

사들의 선행 요소들을 파생부사라고 보는 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 위에서 살핀 예 (8)을 통하여 상정할 수 있는 복합동사 성 럽의 또 다른 

조건은 다음의 (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9) 복합동사 성립의 제 2 조건(구성 요소 생략 불능 조건) 

복합동사는 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실질적인 의미 반영으로 인하여 

구성 요소의 생 략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복합동사 성 립의 제 1 조건과 제 2 조건， 즉 구성요소들의 의미 반영 조건과 

생략 불능 조건이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구성을 보이는 예들 가운데에서 복합 

동사를 가리는 필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들만으로 충분하다 

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편이라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1 0)을 보기로 하자. 

(10) 가. 學 l 道애 니르디 묻창야셔 듭볼 거술 빗내여 흔갓 헛긍테 늘란 
말슴으로 서딛 이피는 사걷븐 〈선가 하: 49a> 

나. 聖王이 든외샤 各各 셜흔여슷 디위를 오딛는리시니 그 간이예 시 

혹 仙人이 든외시며 外훤 六師 l 특외시며 <월석 1: 20b> 

다 그되 이제 효효 싸해 가는니 기픈 셜우미 中陽애 i딛切당얘라 〈두 

초 8: 67b> 

위의 예 (1이은 각각 동사 ‘듣보다 오걷는리다 죽살다’를 보인 것이다 17 기존 

러나 이선영(1992: 15)에서는 다음에 살펼 ‘듣보다 오클난리다’와 같이 선후행 요소가 대 

등한 관계를 이루는 구성을 들어 부사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뒤에 가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올 진정한 복합동사로 보지는 않는다 

15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면서도 띄어쓰기를 히지 않은 이유는 자료 자체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하기 위한 조처이다. 

\6 ‘파생어 에서 어기의 의미가 극히 제약’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철의 0989 제2장)을 
참조할 것 

lï ‘죽살다’의 경우 ‘생사(깃死)’를 뜻하는 영사 ‘죽사리’와는 구분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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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들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복합동사로 다루어진 예들이다 나아가 ‘동사어 

간 + 동사어간’이라는 구성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중세국어의 복합동사 구성의 

특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본 

고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이라는 점이나， 

앞서의 구성 요소의 의미 반영이라든가 구성 요소의 생략 불가능 조건과 같은 

성 립조건에 바추어 보아도 이들을 복합동사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동사를 아무런 의심없이 진정한 복합동사로 

다루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동사의 선 · 후행 요소 

들을 각각 생략하여 본 다음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00') 가 *學 1 道애 니르디 몸후야셔 듣릎 거슬 빗내여 

나*聖王이 튼외샤 各各 셜흔여슷 디위를 옥료쇠닌 

다 *그되 이제 호효 싸해 가는니 기픈 셜우미 中|앓애 追切한얘라 

00") 가 學 l 道애 니르디 몸창야셔 볼 거술 빗내여 
나聖王이 든외샤 各各 셜흔여슷 디위를 늑란쇠닌 

다*그되 이제 쓸 싸해 가는니 기픈 셜우미 中|傷얘 追\;JJ효얘라 

위에 보인 예 00')과 00")은 예 (0)에서의 후행요소와 선행요소를 각각 생략 

하여 본 것이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가 생략되었음에도 문장의 성립 자 

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8 그러나 이 러한 생략의 결과가 의미하는 

내용이 앞서 살핀 예 (8)과 (8')의 경우와 통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고 하겠다 예 (10)의 구성 요소들은 예 ( 10')과 00")에 보인 바와 같이 선 · 후 

행 요소가 각각 독립된 단위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 (10)은 00') 

과 00")의 문장이 동일 성분 생략 과정을 거쳐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0)에서의 통일 성분 생략이란 동사가 구성하는 논항 구조의 일 

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예 (8)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구성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그대로 반영되 

어 있는 ‘통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의 경우도 진정한 복합동사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다음의 (1)을 복합동사 성 립의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복합동사 성립의 제 3 조건(새로운 의미 형성 조건) 

복합동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 

적인 의미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어야 한다 

위의 ( 11 )에 보인 조건은 부사를 가려내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9)의 조건과도 

1 8 문장의 성립 가능성 또는 적법성과 의미의 차이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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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의미적인 연에서 본다면 선행요소가 부사인 예 (8)의 

경우도 부사로서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와 19 후행동사의 단순한 나열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합동사에 대하여 위의 조건 (11)이 적용되어 

야 하는 이유는 복합동사의 성립이 어휘나 어휘적인 성분의 단순한 나열이 아 

니라 새로운 어휘의 창출이라는 데에 있다 

다음의 예 (}2)도 (11)에 제시한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위브를다’와 ‘여위 

시들다’의 예로서， 선후행 요소에 대하여 각각 단위문장을 상정할 수 있으며 상 

정된 단위문장들의 적볍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예 

(1 0)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 (10)에 보인 선후행 

요소들 사이에 논항구조는 일치하나 의미적으로는 거리가 있음에 반하여， 예 

(1 2)의 ‘여위다， 민 딛다， 시들다’는 유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를 다시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12) 가. 상네 주으리며 목 을로매 배창야 뼈와 슬쾌 보윈효란 사라셔 알 

폰 毒 올 쫓캉다가 〈법화 2: 164b> 

나 天台똥山子는 양칙 보윌스l릎옥 봐 오시 다 떼러디고 봇거플로 곳 

갈i고 〈남명 하: 8a> 

그러나 살피고자 하는 대상 어휘들에 대한 조건 (9)와 (11)의 적용 구분이 

어느 경우에나 선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9)와 

(11)의 적용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13) 가. 또 손병의 나와 흔디위 쉬오 머리 릎빙곤 맛돕 다틈고 몸칙와 또 
옷 넙고 <번박 상 52a> 

나 가마 료강곤 가마예 블디더 럽거든 반잔만 츰기름 두워 〈번노 

상: 21b> 

다 寂滅性λ 가온뎌 마시며 묘보모릎 조차 펌、뭄: 업스며 분별 엽서 

時폐L 에 섯도다 〈남영 상: 19b> 

위의 예 (13)은 각각 ‘긁벗다， 긁섯다， 닥먹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각각 ‘긁다’ 

와 ‘빗다’， ‘긁다’와 ‘섯다’， ‘틱다’와 ‘먹다’의 어간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13)에 보인 동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해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 

행요소를 부사로 보는 것이 그 하나이며 선 • 후행요소를 각각 별개의 통사로 

보는 것이 다른 하나이고， 선 · 후행요소가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즉 복 

19 앞서 제 1 조건과 제 2 조건 등에서 이야기한 ‘설칠적인 의미’가 비유와 어휘 해체의 
경우까지 아우르는 것임에 반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차적인 의미’는 개별 어휘가 가 
지는 사전적인 의미 어휘적인 의미라고 하는 좁은 사용 범위를 갖는다. 



134 한 재 영 

합동사라고 보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문장의 의미 유지를 위해서는 후행요 

소의 생략이 어려운 반면에 선행요소의 생략은 그만큼 자유로올 수 있다는 점 

에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는 근거를 둘 수 있다 한편 선 · 후행요소 각각이 구 

성하는 단위문장의 결합이라고 보아도 단위문장의 상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통 성분의 생략으로 인한 두 문장의 접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 · 후행요소를 각각 별개의 동사로 보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0 다른 한편으 

로는 예 (13)의 ‘긁빗다， 긁섯다， 덕먹다’가 각각 원전의 ‘없， 剛흉’의 번역임을 

들어 복합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을 복 

합동사로 다루는 것이 가장 온당한 처리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문 원전과의 대비가 언제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의 어휘 대응이 언제나 ‘1 대 1 ’의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의역이 아닌 직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현 효과 

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대응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복합동사로 보기 어려운 보다 큰 이유는 

복합동사 성 럽의 제 3 조건 즉 새로운 의미 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긁빗다， 긁삿다， 닥먹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각 ‘빗다’， ‘섯 다’， 

‘먹다’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구성을 보이는 용례들은 검토 결과 진 

정한 복합동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 · 후행요소가 각각 

접사이거나 부사 또는 보조동사 구성을 이루거나 문장 접속의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복합동사의 성립 조건이란 그들을 가려 진정 

한 복합동사를 걸러내기 위한 방편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예들을 통하여 앞서 상정한 복합동사의 성립 조건에 부합되는 경 

우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14) 가. 情欲엣 이른 민 4미 즐거범아 후~니 나는 이제 시르미 기퍼 놔 

놔 면 4미 업수니 〈월석 2: 5a, b> 

나. 대훼 대명에 안쩌든 모든 앗보치들히 묘l웅곡 줄 혀 찾녁 륭집빅 

섯다가 차례로 올아가 〈이륜 31a> 

위의 예 (1 4)에 보인 ‘홍겹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넘나다’와 ‘여미다， 옷매무 

새를 다듬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민뭇다’는 각각 ‘넘다’와 ‘나다’， ‘민다’와 ‘뭇 

다’의 어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넘나다’와 ‘민뭇다’가 보이는 양상은 

각각 앞서 제시한 복합동사의 성립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 생략되는 공통 성분의 대상에는 두 문장이 공유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제나 서법， 대우 퉁을 나타내는 성분도 생략이 되는 것올 뜻한다 그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접속어미의 존재는 다음 단계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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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동사의 선 · 후행요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으며 21 선 · 

후행요소가 각각 단위문장을 구성하는 용례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예 (14)의 ‘넘나다’와 ‘미뭇다’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넘나다’와 ‘믹뭇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넘나다’와 

‘믹뭇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각 ‘넙 다’와 ‘나다’ ‘매다’와 ‘묶다’라는 구체적 

인 동작의 수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넘 나다’와 ‘믹뭇 

다’가 취하는 논항이 ‘념다’와 ‘나다’， ‘매다’와 ‘묶다’가 취하는 논항과는 다르다 

는 것을 뜻하며， 이들이 서술어로서 논항들에 배당하는 의미역에도 차이가 있 

음을 뜻한다 22 다음의 (15)는 이와 같은 논항구조와 관련된 조건들과 앞서 제 

시한 조건틀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5) 복합동사 성 립의 제 4 조건(단일 동사 조건) 

복합동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새로운 하나의 동사로 기능하 

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동사어간+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예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합동사를 가리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조건에 대하여 

제 1, 제 2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그러한 번호가 그들 사이의 적용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고에서 제시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일 뿐， 

진정한 복합동사는 이들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복합동사와 구 구성 

앞에서 우리는 복합동사가 복합동사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았 

다， 조건들의 내용은 비교적 선명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 과정 

에서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면적인 모습이 동일 

하다고 하여 그들이 동일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거나 동일한 의미 또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6) 가. 길헤 나겨시거늘 흔 둡眼이 주으려 빌멀단간 王꾀 가 술보뎌 〈월 

석 11 : lOa> 

21 흥겨울 때나 옷깃을 여밀 때에 취하는 동작을 상기해 볼 것‘ 아울러 그러한 동작 자 
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님도 기억할 것 

깅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고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김창섭 
(I앉)6: 91)에서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격자질이 동일할 경우 그 중 하나만이 계숭되 
거나， 계숭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경우의 격자질은 표연격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십층격 또는 의미역으로 관심의 내용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해 
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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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太子 1 것봐ð1 든외야 빌보좌 사니다가 마초아 믿 나라해 도라오 

니 <석보 24: 51 b, 52a> 

위의 예 (16)은 ‘빌먹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별다’와 ‘먹다’의 어간이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통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들의 

의미 영역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671-)의 ‘빌먹다’의 ‘먹 

다’가 그 의 미 를 유지 하고 있는 정 도에 비 하여 (16나)의 ‘먹 다’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671-)의 ‘빌먹다’가 ε食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라면， (16나)의 ‘빌먹다’는 求ε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3 이러한 이해의 태 

도가 온당한 것이라면， 선행요소가 부사어인 (1671-)와 진정한 복합동사의 예로 

들 수 있는 (16나)의 ‘벌먹다’는 구성 방식부터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선행요 

소 뒤에 어미 ‘-어 ’를 취하는 구성이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은 아니나， 다음의 

예 06')에 보이는 ‘비러먹다’의 존재는 ‘빌먹다’의 이러한 다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비러먹다’는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ε食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4 

(16') 사딛미 제 옷 가온뎌 如意珠룰 믹오 제 아디 몸창야 他方애 종정露흥 

야 브l뢰띄좌 E놈 걷후니 〈능엄 4: 62b> 

다음의 예 (17)과 ( 17')은 복합동사를 살피면서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측변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국어적인 선입견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 이다， 

(17) 나그네 네 쉬라 내 문들 복슐표콕 자리라 〈번노 상: 26a> 

(17') 가. 네 네 나라희 니거든 ?장 나룰 복슐핀속좌 우리 모다 흥섹 가 

새 이다 〈번박 상: 9a> 

나. 노인동히 자거든 흔 동모흥야 복슐펀 다후후게 당라 <번노 하· 

46a> 

다 의원 청창야 약 뻐 복슐보 고티며 아품 의 나조희 떼나다 말오 

〈번노 하: 47a> 

위의 (17)과 (17’)에 보이는 ‘보슐피다’에서도 앞서의 ‘빌먹다’에서와 같이 내용 

잉 물론 이들이 동일한 의미， 즉 εf，t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보다는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 것이다 

2'1 ‘빌 어 먹 다’가 비유적으로 쓰여 求ε의 의미까지 가지는 것은 현대국어의 경우이다 
이들 구성에 대한 이해 태도에 관해서는 심재 7)0 982‘ 4 11 -5)와 김창섭0900: 182) 둥올 
참조할 것. 동일한 선 · 후행요소를 취하는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과 ‘동사어간 + -어 + 

동사어 간’ 구성의 예에 대 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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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는 구성과 그에 따른 의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 

의 ‘보살피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정보가 접속 구성을 보이는 

(17)과 같은 예에 대한 이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에서의 

의미나 기능에 대한 사전 지식은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구체적 

인 예를 드는 번거로움은 피하려 하나， ‘더브살다， 돌보다， 쁘다등다， 엿보다’ 등 

을 살필 경우에도 보다 담백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두기로 

한다 

2 .3 공존형식에 대한 이해 

앞서 우리는 예 (6)과 06')의 ‘빌먹다’와 ‘비러먹다’를 통해서 동일한 구성요 

소가 ‘동사어간 + 통사어간‘ 구성과 ‘동사어간 -t-어 + 동사어간’ 구성을 이루는 

경우룹 살핀 바 있다- 여기서는 잠시 그러한 경우 몇몇을 살피고 가기로 하자 

(8) 가. 따尊이 須達이 올 똥 아닫시고 맛피 나아 킬놔던스l놔 須違이 닐 

라습고 〈석보 6: 20b> 

나 門의 나 기들올 거시 업스니 건럼넌 自 버호밀 아로라 〈두초 22: 

1b> 

(9) 가 집빅 두연를 두딘 흔울옷 난갚뾰 흔던리 음식 아니 먹더니 〈이 

륜 31b> 

나. 부테 석을 사클시고 나아가거시늘 大愛道 1 여러 할미 돈리고 부 
려를 미조장봐 <월석 10: 17a> 

(20) 가， 비촌 등왜 들엿고 주시는 거슨 金과 銀패 난옥노닌란 <두초 ll: 

1b> 

나 그 샤리 드러 니른대 護朝長者 l 난으f옥놔늄 婆羅門이 安否 묻고 

〈석보 6: 14b> 

(21) 가 그리 쁘데 마주니 늪뢰욕돼 關係창고 屬을 민주 지으니 <두초 

20: 36a> 

나. 비록 다클나 輕과 짧와는 이 흔가지니 노략뭘율료 등디 아니훌씌 

<능엄 8: 71a> 

(22) 가 論語에 훌오뎌 술윗 가온뎌셔 들복되 아니숭며 쩔 g 말슴을 아니 

한며 親히 ?딛치디 아니창더시다 〈소학 3: 13a> 

나. 이의셔 主人의 동란복용 니버실시 늘개룰 드러 외딛왼 亨子애 우 

늦다 〈두초 19: 34a> 

(23) 가. 大짧 中에 t寶搭이 싸해셔 송냥안 虛空애 머므니 <석보 ll: 

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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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多寶如來λ 챙이 法華經 니르거든 드로려 후신 션흔로 싸해셔 속 

산난갚 짧歡후야 니 닫샤뎌 <볍화 4: 115b> 

(24) 가. 이햇 매는 두위려 프를 영복곡 민 슬햇 I:!l 는 거스려 시내로 오딛 

늦다 <두초 25: 23b> 

나- 솔와 잣과 뱃는 길헤 다시 보화복안 五色 구루의 '，:-로몽 도로 보 

노라 <두초 6: 25b> 

(25) 가 민 옴과 눈과롤 브터 客많용 조차 흘러 옳듭프올 1&호미 오라니 
〈능염 1: 113b> 

나. 쁘들 브터셔 그를 지에 漂鎭히 E뇨올 恩勞코 病을 아나셔 주조 

옹마F니노라 <두초 16: 9b> 

위의 (18-25)의 예는 각각 ‘걷니다/거러니다 25 나가다/나아가다， 나오다/나아오 

다， 늘뭐다/눈라뭐다， 돌보다/도라보다， 솟나다/소사나다， 엿보다/여어보다， 옮든 

나다/올마돈니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빌먹다’를 살피면서 ‘비러먹 

다’의 출현이 ‘빌먹다’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 태도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인 구성 방식이 동일하거나 표연적으로 드러 

난 관계가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별 어휘들의 의미 관계는 그야말로 개별 

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복합동사의 성 립 조 

건에 비추어 볼 때 (18-25)의 예들은 진정한 복합동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선행요소의 성격 차이 즉 선 

행요소가 파생부사인가 아니면 부사형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태도의 전형적인 예로 다음의 (26)을 들 수 있다 

(26) 가. 우리뜰히 어리 i米혔흥야 毒藥올 그르 머구니 〈월석 17: 17b> 

나 乃終내 得디 몽한는니 어리여 i*폈창야 %뻐을 {듬캉야 갓고로 볼 

써 〈월석 9: 57b> 

위의 예 (26)은 고유어인 ‘어리다’가 선행요소로 쓰이고 한자어인 ‘迷겸한후다’가 

후행요소로 쓰인 예이다. 어기의 성격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경우의 선행 

요소를 복합동사의 구성성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 09-20) 

의 ‘나가다/나아가다， 나오다/나아오다’의 경우에 ‘나가다， 나오다’는 그 쓰임에 

제약이 없으나 ‘나아가다， 나아오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질을 요구하는 것 

으로 보인다 26 또한 예 (22)의 ‘돌보다/도라보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 (22' ) 에 

잉‘니다’의 문법화에 관해서는 이선영0992: 90- 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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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돌보다’가 복합동사로 쓰인 예도 보인다. ‘求ε’을 뜻하는 ‘빌먹다’의 존 

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2') 아헛썩 서르 둘옥덮 사ξ 미 다 Q 니 宇힘에 이 A生이 브드도다 〈두초 

24: 47b> 27 

2.4 . 그 밖의 문제 

2 . 4 . 1. 음운현상 

‘동사어간 + 동사어간’의 구성을 보이는 예들에 대한 복합동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으로 선 · 후행요소 사이의 음운현상을 들기도 한다 이선영 0992: 8-

13)에서 들고 있는 예들로는 다음의 (27)과 같은 예들이 있다 

(27) 가 7다등다 

나- 글닮다 

다 건나다， 든니다， 만나다 

위의 (27)에 보인 예들은 각각 선행요소 말음의 ‘ E ’ 탈락(27가). 유기음화(27 

나). 비음화(27다) 28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9 이들 예에 국한하여 본다면 

복합동사의 판별 기준 또는 성립 기준으로 음운 현상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7)에 든 동사들은 이선영 0992: 

8-13)에 소개된 예들 가운데 앞서 제시한 복합동사의 성립 기준에 부합되는 예 

들만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개된 상당수의 예들이 진정 

한 복합동사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음운 현상 자체는 

복합동사의 판별 기준이 되기 어려움을 뜻한다 

음운 현상을 복합동사의 판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동일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통사적인 복합동사의 경우에는 일어나 

지 않는 현상이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 즉 비통사적인 복합동사에서 일어 

% 예외적인 경우의 예로는 소학언해의 다음 예 정도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얼운의게 외셔 술먹을 선 술이 나아오나E 니러 尊노흔 곧익 가 절창고 받오다 

〈소학 2: 62a> 

낀 현대국어의 ‘폴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돌보다’가 ‘돌오다’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우의 예로는 ‘영오다， 엿오다， 엿우다’ 동으 

로도 나타나는 ‘엿보다’를 들 수 있다 

g 유기음화와는 달리 비음화는 수의적인 것이다 

잊그밖에 ‘λ→ 6 . tJ→딩’의 경우를 보이는 ‘쁘얼다， 영보다’와 같은 예도 있으나 본고 
에서는 이들을 복합동사로 보지 않으므로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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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은 복합동사가 음운 현상을 초래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2:7)에 보인 음운 현상， 특히 

‘ E ’ 탈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블들다， 일암다’와 같은 예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음운론적인 환경에는 차이가 없으나 구 

성 요소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통사 어간이 유리되어 쓰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문법적인 

경계와 음운론적인 경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위가 그것이 

다 이를테연 하나의 호흡 단위 안에 여러 개의 문볍 단위가 들어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연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 

는 예에서 선행 요소가 접두사나 본동사일 경우는 물론 부사나 문접속의 한 구 

성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동사 어간의 불안한 자유가 후행요소에 대한 의존 가 

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0 

2.4.2 향가의 복합동사 

본고에서 살피고자 한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예는 향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표기 수단이 거칠며 자료의 절대량도 부족하고 그에 따라 아 

직 정확한 해독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아쉬운 대로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의 존재와 중세국어보다는 활발한 통사 어간의 유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 (28)이 그것이다 31 

(28) 가- 白雲흡途子찮휠鐘安支下(힌 구룸 조초 뼈간 언저레) <짧꿇婆rm歌> 

나 夜入伊避효꾀.E!.(밤드리 노니 다가) <處容歌>

다 一等沙盤짧따효E內乎nt等~ß(한든아 숨기주쇼셔 ':;-리는옷든야) 

〈濤千手觀音歌>

라 後句 達阿繹浮去伊n~옆까l) (아야 든 라라 떼 갯 튼 야) <활星歌> 

마 秋察F不쪽爾屋후l떻초(7 슐 안동곰 던 급디매) <쩔‘歌> 

바 一;응:惡中뻐펴훌良(一:승‘악희 솟나거 라) <짜짧如來歌> 

이 들 역시 모두가 복합동사인 것은 아니어서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검 

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중세국어의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는 예들을 찾아 

찌중세국어 복합동사의 음운 현상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성조에 대한 관심을 배제할 수 
는 없는 것이나，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인 ‘동사어간+동사어간’의 구성을 보이는 복합동 
사의 성조에 국한하여 본다면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 어기의 성조가 복합동사를 

이루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성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성조 

형도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복합동사의 성조에 관한 언급은 다음 자리로 미루기로 한다 

31 예에 보인 해독은 김완진(980)에서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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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28나， 바)와 같은 예들은 중세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예이나， 

(287}, 다， 라， 마)와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에서라면 원전의 뒤에 든 해독 예에 

서와 같이 부사형 어미 ‘-어’를 필요로 한다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향가가 

부사형 어미 ‘-어 ’를 표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 (29)에서와 같이 ‘良’자를 장만 

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동사 어간의 유리 가능성이 그만 

큼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29) 가 他密P흉당훨교(늠 그측 어러 두고) <뽕童論> 
나 此잣彼잣않효짧F' 셨~rl( 이에 뎌에 쁘러딜 닙걷) <짧亡妹歌> 

다 i얀修&f;-'fï'FT. tzlJ(道 닷가 기 드리 고다) <聚亡妹歌>

라. I可屋뼈Fllil젠효댐.ët묘(아 Q 실 범 아라 고타리여) <請佛住世歌〉

ill . 결 론 

3.0 논의의 정리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었 

다 복합동사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 방식 가운데 본고에서는 주된 관심의 대상 

을 일단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구성 

이 중세국어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복합동사의 생성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견해 

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복합동사 전반의 모습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한 태도는 현대국어적인 

선입견의 배제와 자료의 성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었다 33 현대국어의 복합동 

사를 검증하는 데에 동원된 기준이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관의 적용이 

가능한 언어와 불가능한 언어에 대한 이해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음을 인정한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한 표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 

제 문장 속에서의 쓰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는 그래서 다른 어휘 또는 다른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삼은 본고의 실제적인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 

앓 부사형 어미 ‘-어’를 나타내는 수단이 ‘良’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다리 + 어 + 내 + 0 + 에’의 ‘리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將來’를 취하고 있다 

煩熾熱留밴;w來出米(생↑싫熱로 다려내매) <1츄轉法輪歌〉 

g 중세 자료의 성격에 관한 본고에서의 관심은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 
한 셈이다 두시언해와 같은 운문자료에서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용례의 
출현 빈도가 보다 더 높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나， 개별 어휘를 다루는 경우의 빈도수 
가 가지는 의마 자체에 대한 회의가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접어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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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먼저 중세자료에 보이는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경우를 

목록화하였다.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각각이 자료를 통하 

여 확인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선행요소 ‘것던끝’가 독립적으로 쓰인 

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틴딛죽다’와 같은 예가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본고의 뒤에 붙인 <부록>이 그 목록이다. 

다음 작업은 복합동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새로운 하나의 동사이어 

야 한다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상정한 뒤 작성된 목록의 예들의 실제 출현 양 

상을 문장 단위에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복합동사를 가려기 위하여 제 

시한 조건， 즉 ‘의미 반영 조건， 구성 요소 생략 불능 조건， 새로운 의미 형성 

조건， 단일 동사 조건’들의 적용 과정이 그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그 결과 ‘통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이는 상당수의 예들은 선 · 후행요소가 각각 부사이거나 접 

사 또는 보조용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문장이 접속된 경우도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을 보임도 알 수 있었다. 복합동사의 구성 형식 즉 형성 과정 

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을 것이 

나， 동사의 기능， 즉 결과에 관심을 가진 뒤 진정한 복합동사가 가려지게 된 것 

이다 문장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동일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동일한 형 

태라고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의 쓰임에 따라 때로는 구로 때로는 복합동사로 

기능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과 ‘동사어간+ -어 

+ 동사어간’ 구성을 이루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동사어간 + -어 + 동사어간’ 구성 

이 본고의 일차적인 관심 대상은 아니었으나 선후행요소가 동일한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용법의 차이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향가에서의 ‘동사어간+동사어간’ 구성을 찾아본 것은 중세 이전의 시기로 올라 

갈수록 동사 어간이 유리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 

으나 자료의 절대량이 적어 충분히 확인하지는 못한 셈이다 다만 부사형 어미 

로 쓰인 ‘良’자의 출현 양상으로 미루어 중세국어보다는 동사 어간의 유리 가능 

성이 높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3.1. 논의의 효과와 남은 문제 

‘동사어간+ 동사어간’ 구성만을 일차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본고에 

서의 논의가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 원리를 밝히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으 

리라고 기대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복합봉사의 성립 조건들은 구성 형식을 달 

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통하여 복합동사와 관련된 기존 고 

어 사전의 표제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라든가， 현 

대국어에서의 복합동사 형성 원리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에 관한 연구 143 

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합동 

사에 대한 옹당한 인식으로 현행 한글맞춤법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혼동을 일 

으키기 쉬운 복합동사의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논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복합동사 전반을 살피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대해서도 진정한 복합동사를 가리기에 급 

급하여 가려진 복합동사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다음 작업으로 미루어 두었기 

때문이다. 개별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어순 관계라든가， 어휘 하 

나하나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독자적인 일생을 만들 

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동사들과 그들의 구성 성분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같은 문제들도 역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둘 수 밖에 

없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작업에 대해서 

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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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동사어간 + 동사어간’ 구성 예 

가도혀다 검어듭다 겁스위다 넘걷다 

가도힐후다 검프를다 ?다등다 넘나다 

가4며살다 것꽂다 ?튼등다 념드되다 

감붉다 것듣다 ?리릎다 넙듣다 

감똘다 것비치다 ?리씨다 넘뼈다 

감혼걷다 것티다 ?리스드다 넘셰다 

값돌다 것니다 ?리티다 없디다 

갑힐후다 것셔다 ?딛디걷다 녀가다 

거느리치다 고슨마다 ?끝막다 녀든니다 

거늘이치다 고초드되다 굴안초다 녀 E니다 

거두들다 고티힐후다 굴이막다 노니다 

거두불다 구퇴우기다 홍희나다 노닐우다 

거두뿔다 굳얻클다 낄희집다 놈낯갑다 

거두잡다 굳세다 나들다 누리비리다 

거두주이다 굽힐후다 나든니다 누웃굴다 

거두쥐다 그리힐후다 나듣다 녹놀다 

거두티다 그우니다 나툴다 녹자치다 

거두혀다 그우니다 나오블리다 느리혀다 

거툴다 그우리티다 나알다 니기알다 

거르뛰다 그우리해다 나오혀다 니걷혜다 

건나다 그치누르다 낫듣다 닐뭐다 

건내뛰다 글닮다 내걷다 1τ니다 

건네뛰다 글희듣다 내듣다 ‘:리누르다 

건네뛰다 긁벗기다 내밀다 ~리니딛다 

건네티다 긁빗다 내틴딛다 、r리드리오다 

건니다 긁섯다 내쫓다 는솟다 

걷곳다 긁쥐다 내살다 늘뭐다 

걷나가다 긋누르다 내쉬다 늘윷다 

걷나뛰다 긋듣다 내쉬다 늘우치다 

걷내다 긋버히다 내조치다 더브살다 

걷내뛰다 기르크다 내조치이다 더위자피다 

걷니다 기울히렷다 내쫓다 더위잡다 

걸찌다 겁누비다 내티다 덜티다 

걸앉다 겁보타다 내티이다 럽달다 

걸위혀다 겁보태다 내픽다 엽수기다 

검붉다 겁수위다 너르듣다 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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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내다 닥쫓다 을리걷다 브르쥐다 

도듣다 덕주리다 을리굽다 브르트다 

돌오다 E니다 을리그울다 브르티다 

묘롯다 듣건니다 을리듣다 브으흥다 

두겨시다 듣니다 을리밭다 브A닿다 

두계시다 듣디르다 블리조치다 브으왜다 

두르힐후다 듣디걷다 블리쫓다 브으티다 

두위구우리다 동이니다 블리쫓다 브티들이다 

두위둡다 막딜이다 을헐다 브티웅기다 

두위드되다 막흔딛다 미좀다 브티안다 

두위틀다 맛나다 미쫓다 블들다 

두위티다 맛닐다 밀힐후다 블들이다 

두의걷다 맛듣다 밀해다 블듣다 

두의틀다 맛보다 틴닫서흘다 블등긴다 

둡덜다 맞나다 틴딛써흘다 블둥지이다 

드나동다 메지다 울강다 블잡다 

드놓다 모도디니다 맑안초다 블쫓다 

드리니걷다 모도자피다 믹뭇다 블질피다 

드리디우다 모도잡다 1;!1 뭇다 비리누르다 

드리돋다 모도혀다 1;!]얼키다 비리누리다 

드리비취다 몸듣다 믹얽다 빌먹다 

드리쉬다 무롭쁘다 바닫쁘다 빌뿌다 

드리흔다 끼 CI-「ξF-!!i “~!ν1- 받내다 빗거스리다 

드리혀다 무룹스다 받들다 닝르쫓다 

드리해다 묻값다 벅쫓다 얻~굴다 

드위부치다 묻딜이다 볕드되다 텅~쩡다 

드위잊다 뭇쌓다 범디딛다 닝응티다 

드위티다 므너흘다 벗드되다 날동이다 

드위혀다 므르걷다 베을다 날동피다 

드위힐우다 므르고으다 베서흘다 널동낀다 

드위힐후다 므르글히다 베티다 불브드되다 

드위해다 므르굴다 보벼호다 짧드되다 

듣보다 므르녹다 보슐피다 떼내다 

들오소다 므르닉다 봉노솟다 떼';:-리다 

들티다 므르듣다 봇앓다 뼈오딛다 

들혀다 므르닿다 부슷그리다 펠티다 

디클져기다 므르듣다 뷔듣니다 떼해주다 

덕머기다 므르십다 브르돋다 뛰놀다 

닥먹다 을러가다 브르쁘다 쁨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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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들이다 슷봇다 영보다 최드되다 

빠믹다 쇠서늘융다 영노슬갑다 최돋다 

쁘얼다 시붓다 오걷는리다 최틱다 

빼옮다 십두드리다 옮기힐후다 치잡다 

때불다 섯봇기다 옮E니다 티받다 

때 끼5 몇다 끼5뭇보다 옮듣니다 티티다 

때알다 서5뭇알다 옴기힐후다 흥~외다 

에들다 끼::- 2 알다 외욕다 하솟그리다 

훗니다 끼5 몇보다 우기누르다 하쇼써리다 

때티다 끼F및알다 우니다 하숫그리다 

때혀다 서자리다 우르적시다 하슷그리다 

뛰놀다 웨나들다 이르삶다 헐뭇다 

사니다 셰듣다 이닫삶다 혈쁘리다 

사딛묻다 찌티다 이섯다 헤듣다 

사ξ 잡다 빼혀다 이우시들다 헤디를다 

서느서늘하다 빼해내다 잡가티다 헤딜다 

석배다 l배해다 잡긍이다 혜 E니다 

섯겸다 뽑듣다 잡달호다 헤듣니다 

섯느리다 쩔먹다 잡툴다 혜동다 

섯닐다 알옳다 잡주이다 헤므르다 

섯물다 어르E지다 잡쥐다 헤쁘리다 

섯듣다 어리미혹하다 조리혀다 헤잊다 

섯디르다 어위크다 춧드되다 헤젓다 

섯 E니다 어흐리들다 훗블다 헤티다 

섯듣다 얻니다 주므르다 혜혀다 

섯몽다 얽머훌다 죽배다 헤해다 

섯믹다 얽믹다 죽살다 혜듣다 

섯및다 얽빅이다 춧마다 횟도니다 

섯박다 얽 '<1 에다 쥐블으다 혹덕다 

섯배다 업더리티다 쥐주다 후리티다 

섯버툴다 엽더리혀다 즈르드되다 흐나므라다 

섯알혼다 업듣다 즈르들다 흐르니다 

섯얽다 업등다 지내다 흘리마시다 

솟끓다 업티다 지즐앉다 캉놀이다 

솟나다 에돌다 질피굳다 *니다 
솟듣다 여위딘곧다 주라나다 캉저즐다 

슬의다 여위시들다 주틴디르다 

슬닮다 열티다 즘들다 

슷므르다 엿보다 추들다 



148 한 재 영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Compound -verb in the Middle Korean 

Jae-Young Han 

This artic1e focuses on the structure of ‘verb stem + verb stem' among the 

vanous ways of structuring the compound-verb. The topic itself originates 

from a questioning of the conventional idea that the structure is a pro

ductive way to form of the compound-verb. 

This artic1e assumes that the compound-verb should be a new verb in 

syntax and in semantics. It provides a list of the examples of ‘verb stem + 

verb stem' structure at the sentence level. To identify the pure compound

verb, it suggests such conditions as: ‘meaning reflection condition, impos

sibility of the elipsis of the structural element, formation of new meaning, 

and single-verb condition. ’ In this process, 1 found the various modes of the 

‘verb stem + verb stem' structure. A1so, 1 found that many of the structure 

have adverb, affix or assistant verb as its pre- or post-element, and that 

the case of the conjunctive sentence shows the structure. If we focus oruy 

on the formation process, these various cases would be identified as the 

same. However, if we focus on the function of the verb, we can find the 

pure compound-verb. When we made the sentence a subject of the 

research, we found that in spite of the same form with the same structural 

elements, sometimes it functions as phrase and sometimes as compound

verb according to the usage in the sentence. Even though ‘verb stem + -6 + 

verb stem' was not a main interest of thi s artic1e, we attempted to define 

the usage difference by companng the ‘verb stem + verb stem' structure 

with the same pre- or post-elemen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trend of the separation of the verb stem 

rnight increase as we go back to the pre-MiddJe penod, 1 tlied to look into 

the ‘verb-stem + verb stem' structure in Hyangga. Unfortunately, due to the 

lack of doωments， 1 could not affirm my assumption.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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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of the letter ‘Ryang’(良) as adverbial stem makes it possible for 

us to conjecture that the rate of the separation of the verb stem would 

have been higher in the pre-Middle period than in the Middle Korean.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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