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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언어 기술의 경제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본 결과 논리적 
의미 체계와 기술적 의미 체계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자연
언어에서 나타나는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화용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제안은 
본고의 4장과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3.2.

  여기서는 병렬구성이 표상하는 논리적 의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순접, 이접, 역접을 모두 병렬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Quirk(1985), 
Huddleston & Pullum(2006), 임동훈(2009) 등이 이에 해당한다. Huddleston & 
Pullum(2006)에서는 ‘but’ 은 ‘and’, ‘or’가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
음을 인정하면서도 ‘but’ 역시 병렬표지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순접과 이접만을 병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관규(1992)에서는 역접을 제
외하고 순접과 이접만을 병렬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문장의 대등한 
연결의 의미 관계를 이접과 연접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서형국(2009)에서도 병렬
구성을 순접과 이접으로 양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접은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김영희(1987ㄱ)에서는 ‘으나’와 ‘지만’을 사실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로 파악하여 등위접속의 의미 관계에서는 역접을 사실상 제외하고 있
다. 서정수(1985)에서도 대등접속어미를 다루면서 역접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처리와 관련하여 “의심쩍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순접만을 병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이계병(1989)이 있
다. 이계병(1989)에서는 병렬구성이 병렬표지에 의해 하나의 구성이 되는 데 중점
을 두고 이접의 경우 이러한 용법이 없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병렬구성의 의미를 다룬 대다수의 논저에서는 대체로 순접이나 이접이 일반적인 
병렬구성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역접은 상당한 이질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을 병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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