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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ながら｣에 대한 연구는 첫째, <동시(同時)>, <역접(逆接)> 등과 같은 의미에 대한 연구(森田

(1980)、村木(2006)등), 둘째, ｢ながら｣절을 구조적으로 다루고자 한 南(1974, 1993), 셋째, 공기

가능한 동사의 어스펙트에 관한 연구(三宅(1995, 1999)、益岡(2000))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일본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일

본어학습자의 경우 일본어의 ｢ながら｣와 한국어의 [-(으)면서]를 대응관계로 설명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鄭․坂口(2001), 坂口․鄭(2006), 韓(2008, 2011)).  

이(2020)에서는 부대상황(付帯状況)1)을 나타내는 ｢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이 해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2020)에서는 과정성이 없는 동사에 ‘폭’을 띄게 하여, 파생적으

로 ｢ながら｣절을 성립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정성이 없는 동사가 ｢ながら｣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빈도부사, 대상어를 복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3096)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1) <동시>는 시간관계를, <역접>은 접속관계에 따른 용어라는 村木(2006)의 지적에 따라, <동시>라는 용어 
대신 <부대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8 日本近代學硏究……第 69 輯

화하는 어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ていく｣｢~たり~たりする｣와 같은 통어적인 요소에 의

해, ｢ながら｣절이 다회성을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과정성(‘폭’)을 띄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2020)의 후속연구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ながら｣종속절에 소위 장기동사(長

期動詞)가 쓰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예(1)과 같은 오용예가 한국인일본어학습자들 

사이에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동사라 불리는 동사군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ながら｣오용에 있어, 장기동사의 예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장기동사 역시 어휘적으로 다회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日本で暮しながら日本の文化を直接に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1-1)  일본에 살면서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2).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자기소개 작문)

2.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오용예 

일본어학습자가 쓴 작문을 코퍼스화한 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와 JCK作文コーパ

ス3)를 통해 확인된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ながら｣오용에 관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 (2)는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의 오용예4)이다.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에 

나타난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ながら｣오용 예문을 레벨에 관계없이 조사한 결과, 26개의 

오용이 있었다. 26개의 오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예(2)와 같은 장기동사의 예문이다. 　 

(2)＊会話実力は外国人の友だちと付き合いながら、話をすることが役に立ちます。　　　　 　

　　　　　　　　　　　　            (つきあって)

(2-1) 회화 실력은 외국인 친구와 사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한국어는 필자에 의함. 이하 동일. 인용이 아닌 예문의 경우, 간략화하여 표기하였다.
 3) 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http://sakubun.jpn.org/)

JCK作文コーパス(http://nihongosakubun.sakura.ne.jp/corpus/)
 4) 이 판단은 학습자 코퍼스내에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학습자의 레벨 등에 따라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모어화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코퍼스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의 예(2)의 ｢つきあって｣와 같이 수정된 경우 
그대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http://sakubun.jpn.org/
http://nihongosakubun.sakura.ne.jp/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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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3-5)는JCK作文コーパス에서 수집한 한국인의 오용예이다.

(3) ＊また韓国の場合、子供の養育費のため、こどもができて家庭を作ることより、一人で

     くらしながら余裕な生活をしたがる人もおおくあります。

(3-1) 혼자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4) ＊寺で暮らしながら心の平和を見いだせるテンプルステイ(TempleStay)も人気のある観光名所

     です。 

(4-1) 절에서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인기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5) ＊チャイナタウンは1883年に仁川が開港した後、中国人たちが集まって住みながら中国の独

特の文化が形成された地域で、現在は500人の華僑が住んでいます。

(5-1)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지역으로, 현재는 500인의 화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ながら｣오용예 중 <장기동사+ながら>의 ｢暮しながら․住み

ながら｣와 ‘살면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장기동사의 정의를 알아보고, 

｢ながら｣선행연구에서 장기동사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

점을 제기하고 실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오용예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장기동사+ながら｣절

3.1 장기동사

장기동사(長期動詞)란 清水(2010)의 용어로, 清水(2010:21-22)는 장기동사란 동작동사의 일

종이나, 일반적인 동작동사와 달리, 모든 문맥에서 <장기>라는 시간적 성질을 유지한다고 

지적하며, 통어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같은 동작동사라 하더라도｢寝る｣의 경우는 ｢3日間寝

た｣｢授業中一瞬寝てしまった｣가 가능하지만, ｢住む｣의 경우는 ｢この家に10年間住んだ｣｢3

日住めばこの家の良さがわかる｣｢＊この家に5時間住んでみる｣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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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시간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동사의 통어적 특징도 밝히고자 

하였다. 

통어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예와 같이 첫째,｢毎日｣와의 공기불가, ｢昨日｣｢今日｣와 같은｢日｣
단위의 시간부사어구와의 공기불가를 들었다. 둘째로 구체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의 ｢~て

いく/てくる｣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모달적 표현이 아닌 완료를 나타내는 

어스펙트 표현｢~てしまう｣와도 공기불가함을 들었다.　　　

(6) ＊私は今日会社に勤めました。

(6-1) ＊会社に勤めてきました。

(6-2) ＊会社に勤めてしまった5)。

　

이러한 특징을 들어,｢住む、付き合う、通う、経営する、勤める、育てる/過ごす｣가 장기

동사에 속한다고 보았다. 특히 통어적 특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며 중간적인 

단계를 인정하였다. 

(7) ＊昨日、東京で楽しく暮らした。

(7-1) 毎日、東京で楽しく暮らした。

(7-2) 昨日、東京で楽しく過ごした。

(7-3) 毎日、東京で楽しく過ごした。

工藤(1995:76)는 ｢人の長期的な動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営む、通う、暮す、経営す

る、過ごす、住む、通勤する、付き合う、勤める｣를 예로 들었으며, 姫野(1999:113)는 반복

을 나타내는 ｢毎~｣와의 공기가 불가능함에 착안하여, ｢長期にわたる動作｣을 나타내는 동사에

는 ｢勤める、住む、育てる、飼う、通う、暮らす｣등이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清水(2010), 工藤(1995), 姫野(1999)에서 공통적으로 장기동사로 들고 있는 동사는 ｢通う、

暮す、住む、勤める｣임을 알 수 있다. <표1>은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清水(2010), 工藤(1995), 姫野(1999)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通う、暮す、住

む、勤める｣중｢暮す、住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장기동사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な
がら｣절에 쓰인 경우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 이러한 장기동사들이 ｢ながら｣절에 

 5) ｢嫌な会社に渋々勤める羽目になってしまった｣와 같은 표현은 가능함(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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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동사에 관해서는 본고에서는 다회성과 관련된 어휘적요소로서의 언급에만 그치나 앞

으로 한국어와의 대조 등을 통하여 통어적인 특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1> 장기동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용어 해당동사

工藤(1995) 人の長期的な動作
営む、通う、暮す、経営する、過ごす、

住む、通勤する、付き合う、勤める

姫野(1999) 長期にわたる動作
勤める、住む、育てる、飼う、通う、

暮らす

清水(2010) 長期動詞
住む、付き合う、通う、経営する、

勤める、育てる/過ごす

3.2 ｢장기동사+ながら｣절 선행연구 

장기동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ながら｣연구 중에 본고의 고찰대

상인 <장기동사>에 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鄭․坂口(2001)과 柴(1995)를 들 수 있다.

鄭․坂口(2001:10-11)은 오용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면서]와 일본어의 ｢ながら｣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면서]만이 지니는 용법이 있으며, 공기가능한 술어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8) ＊今まで生きながら間違えたことがあれば、反省もしたくて

(8-1)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싶고

(9) ＊赤ちゃん一人が地球に来て地球で育ちながら戦う技術とかを身につけて

(9-1) 한 아기가 지구에 와서, 지구에서 자라면서 싸우는 기술같은 것을 익히고 

종래, 예(8)의 경우는 <동시>를 나타내는 [ながら]의 주절과 종속절에는 의지성의 동사와만 

공기가능하다는 지적(中川(1988))에 반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나, 鄭․坂口(2001:10-11)은｢従属

節の出来事の背景性｣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背景性とは、従属節の出来事が主節の出来事に対して背景のような働きをしている。｢なが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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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前接する動詞の時間的幅が広く、具体的な動作の描写が難しい場合、同時進行の用法とは考

えにくくなり、従属節と主節のつながりが不自然になってしまうことを指す。よって、｢生き

る｣｢育つ｣のように、出来事の始まりと終りが鮮明でない動詞は背景性が強く、ナガラ節を形

成することが難しくなる。従属節と主節の時間的な幅に差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従属節を

｢ながら｣でつなげることは難しくなる。 

이러한 지적은 본고의 대상인 장기동사와 관련이 깊으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실제

로는 일본어 예문에도 장기동사가 쓰인 예문이 존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언급도 시간적인 

폭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なりやすい]와 같은 

설명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従属節の述語が表す時間的な幅が広く、主節の述語が表す時間的な幅との差が大きい場合、｢な
がら｣は非文になりやすい。一方、｢면서｣は従属節が主節に対して背景のような働きを持ち、正

文になる。

柴(1995：159~161)도 장기동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

연구를 통해, <生活＞＜滞在＞를 나타내는 동사와 ｢ながら｣와의 공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살다, 지내다, 머무르다などの人間の生活や滞在を表す動詞は｢食べる｣などのように個々の具体

的な動作を表しているのではなく、人間がこの世に存在していくという、ある意味では抽象的

で包括的な動作․状態を表しているため、これらの動詞に｢~면서｣が付いた場合、後項の個別的

な動作の状態を具体的に修飾する｢~ながら｣の意味というよりは、後項の動作の生起する、い

わば〔背景]を表すのに用いられるからであろう。

柴(1995：159)는 예(10)과 같은 예문을 들어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의 

경우, 일본어는｢ながら｣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예(10-1)). 또한, 일본어 예문이 존재하더

라도, 한국어 문장의 직역이거나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광복 직전 직장 때문에 2년간 강원도 춘천에 살면서 여러 차례 금강산에 올랐었어요.

(10-1) 独立直前、職場の関係で二年ほど江源道の春川に住んでいましたが、その当時、何度か

金剛山に上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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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坂口(2001)와 柴(1995：159~161)의 공통적인 지적으로는 일본어의 장기동사의 경우 ｢な
がら｣와의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례를 찾아보면 장기동사가｢ながら｣와 쓰인 

예문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고찰

일본어의 장기동사 ｢住む․暮らす｣가 ｢ながら｣절에 쓰인 ｢住みながら․暮らしながら｣ 예문

을 수집하여 이러한 예문이 성립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주절이 다음과 같이 통어적 혹은 

어휘적 요소에 의해 다회성을 띄는 경우, ｢장기동사+ながら｣절이 성립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ている｣, ｢ていく、てくる｣｢~たり~(たり)する｣등과 같은 통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빈도부사, 대상어의 복수화 등 어휘적 요소에 의해 주절이 다회성을 띄게 

되면 장기동사+ながら절이 성립가능하다.   

4.1 통어적 요소

｢장기동사+ながら｣가 성립가능한 예문들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통어적 요소에 의해 

다회성의 의미가 부가되는 경우이다. 주절이 ｢ている｣｢ていく、てくる｣｢~たり~(たり)する｣
와 같은 통어적 요소에 의해 지속성을 띄거나, 반복성을 띄는 경우이다. 

(11) 大陸からの密航組の娘で九竜城跡に住みながら香港島にある夜總会でホステスをしてい

る。<アジア>

(12) 公園で暮らしながら活動をしている現代美術作家。<宇治市>

(13) 長く住むうえで本当に必要なものだけを作り、あとは住みながら｢家族の楽しめる場｣を 

考えていこうとしたからです。<新しい>

(14) ベルリンに半年暮らしながら、私はそんな思いを強めていった。<企業>

(15) 太郎さんと一緒に暮らしながらいろんな勉強をしてきました。<yahoo>

(16) 僕は長年東京に住みながら、日田の古い町並みと風情だけは絶対残すべきだと外 野から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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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続けてきたので <家庭>

위의 예(11, 12)는 주절에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ている｣가 사용된 예문이며, 예(13-16)

은 주절에 <점진적인 동작의 계속>를 나타내는 ｢ていく｣｢てくる｣가 사용되었다. 특히, 예(14, 

16)은 清水(2010)에서 언급한 장기동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시간부사｢半年｣｢長年｣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 同じ家で暮らしながら、私には父に肩車をしてもらったり、一緒に転げまわって遊んでも

らったりした。<気が>

(18) 緑に囲まれた自然環境の中で家族と暮らしながらパソコンを利用して付加価値の高 い仕事

をしたり、またそれらの人々が時々都心部へ出て会員制で気楽に他人と話ができるカフェ

などに行き刺激を受けて帰ってくる、といった生活が紹介されている。 <北海道>

 

위의 예 (17)은 주절에｢~たり~たり｣가 쓰여 다회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18)은 ｢~たり、~

といった｣와 같이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4.2 어휘적 요소 

｢장기동사+ ながら｣가 성립가능한 경우, 주절의 어휘적 요소를 살펴보면 <대상어의 복수

화>, <빈도부사> 등과 함께 쓰여, 다회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상어의 복수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19)는 ｢いろんな｣라는 연체수식어를 통해 

대상어를 복수화하고 있으며, 예(20)은 대상어 자체가 ｢知的障害のある人たちと｣라는 복수이

다. 또한, 예(21)의｢長編｣과 같이 대상어가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19) 太郎さんと一緒に暮らしながらいろんな勉強をしてきました。(=예(15))

(20) 同じ地域に住みながら知的障害のある人たちとどのように接してよいのかわからない人が  

多くいます。<事例>

(21) この長編を、パリで亡命者として暮らしながらもちろんかれはチェコ語で書いたのですが、  

<あいま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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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부사에 의한 경우는 예(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빈도부사에 의한 이러한 실례를 

통해 생각하면 柴(1995)가 비문이라고 지적한 예문(23)은 주절에 ｢何度か｣라는 빈도부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성립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神戸の街に住みながらときたま六甲山に出かけた人との個人的体験の違いが反映している

の違いないのであり、 <言葉>

(23) 独立直前、職場の関係で二年ほど江源道の春川に住みながら、何度か金剛山に上りました。

(예(10-1) 참조)

또한, 다음의 예(24,25)와 같이 주체가 집합명사(高齢者、異民族)인 경우도 성립가능하다. 

(24) 高齢者が地域に住みながら介護を受けられる拠点づくりを目指す。<どうなる>

(25) この異民族は国境地帯で暮らしながら畜業や皮革業をし、肉をさばいて暮らしたのですが、

     <可能性>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주절이 통어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에 의해 다회성

을 띄는 경우 일본어 장기동사도 ｢ながら｣와 함께 쓰임을 확인하였다.

5. 나오며

주절이 ｢ている｣｢ていく、てくる｣｢~たり~(たり)する｣와 같은 통어적 요소에 의해 지속성

을 띄거나, 반복성을 띄는 경우,  <대상어의 복수화>, <빈도부사> 등과 같은 어휘적요소와 

함께 쓰여 다회성을 띄는 경우,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어도 장기동사와 ｢ながら｣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1절, 4.2절과 달리 주절에 다회성화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동사+｢ながら｣절의 실례가 존재한다.  

 
(26) わたしは夕食の支度をせず、毎日、外へ買いにでることにしている。親爺殿と二人で暮ら  

     しながら絵筆をとるようになった時から、この習慣は変わらない。 <北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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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年くらい前から子供たちと暮らしながら野球を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くなった。

                                                                           <北海道>

(28) ここにいて、暗がりでひっそりと暮しながら年をとった方がいいと美代子は思うのだった。

                                                                            <オンザ>

이들 예문은 주절에 변화동사가 오는 등의 특징은 있으나, 柴(1995)가 말한 어색한 일본어 

표현인지 아니면 한국어의 <배경>과 비슷한 예문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의 여지가 

남아 있다.｢ているうちに｣와의 관련성도 시야에 넣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통해 실제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작문이나 작문코퍼스를 통해 보이는 오용예는 

주절의 다회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日本で暮しながら日本の文化を直接に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예(1))

(29-1) 일본에 살면서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자기소개 작문)

(30) 이 의미는 살면서 참 중요하다.

한국어의 [면서]는 예(30)과 같이 주절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한국어의 [면서]는  장기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 주절에는 복수사태(다회성)의 경우는 물론이

거니와, 단일사태도 올 수 있으나, 일본어의 ｢ながら｣의 경우 종속절에 장기동사가 쓰인 경우, 

주절에는 복수사태의 경우만 성립한다는 가설이 성립 가능해 보인다. 앞으로, 이 가설에 대해 

앙케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예문출전】

1. ｢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住みながら｣｢暮しながら｣｢暮らしながら｣검색)
2. 日本語学習者作文コーパス(http://sakubun.jpn.org/)
3. JCK作文コーパス(http://nihongosakubun.sakura.ne.jp/corpus/)

http://sakubun.jpn.org/
http://nihongosakubun.sakura.ne.jp/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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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장기동사+ながら｣절 고찰

이정옥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ながら｣절은 한국어의 <면서> 와 대응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한국인일본
어학습자의 오용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중, ｢暮す、住む｣와 같은 장기동사가 쓰인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살면서>의 형태가 성립하나, 일본어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鄭․坂口(2001), 

柴(1995)). 그러나, 실제로 예문을 찾아보면, 주절이 ｢ている｣｢ていく、てくる｣｢~たり~(たり)する｣와 같은 통어적 요소에 
의해 지속성을 띄거나, 반복성을 띄는 경우,  <대상어의 복수화>, <빈도부사> 등과 함께 쓰여 다회성을 띄는 경우, 선행연구
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어도 장기동사와 ｢ながら｣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고찰을 통해, 한국어의 <장기동사+면서>는 주절에 단일사태와 복수사태가 올 수 있으나, 일본어의｢ながら｣의 

경우는 복수사태만 성립가능하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선행연구의 <배경>이라는 용어와 관련성을 고려하
여, 앙케이트 등을 통해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A study of “long term verbs+Nagara” clauses

Lee, Jung-Og

It’s Japanese which shows a denoting attendant circumstances “Nagara”, is the clause a Korean <면서> there is often a case 
that because whether it’s explained by correspondence, comes across a misuse of a Korean Japanese learner. Among these, 
it’s considered focusing on a case with a long term verbs like “暮す(kurasu),住む(sumu)”.

Korean <살면서> can be formed, but it wasn’t able to be formed in case of Japanese by the preceding study(鄭․坂口(2001), 
柴(1995)). But that it’s seen in case of an example, As well as the vocabulary-like element like becoming plural of a frequency 
adverb and object, I found out that it depends on syntactic element like ‘ている’,‘ていく、てくる’, ‘~たり~たりする’.

Through this consideration, In case Korean “살면서”,  A single event and plural event can come to the main clauses, but 
Japanese “kurasinagara, suminagara” could set up the hypothesis by which only plural events are possible.

I think I’ll confirm the hypothesis through a questionnaire,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terminology as< background> 
of the preceding study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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