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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적， 화용적 기능의 변별성 

1. 서론 

송 은 지. 

어떤 언어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배우거나 가르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 

려움의 하나는 일견 비슷해 보이는 형태들의 의미적 혹은 화용적 변별성을 

감지하기 위해 모국어 사용자의 직관이 요구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같은 어려 

움의 하나가 러시아어 접속사 a와 HO의 의미적 변별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는 특히 다른 언어， 심지어 다른 슬라브어에서조차 그 의미적 대응을 찾아보 

기 힘든 구별로서 (nallY'IeBa ， 1997) 모든 접속사가 그렇듯이 그 의미적 차이가 

화자의 서술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청자에 대한 태도 등을 반영하는 지 

표적(indexicaD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시적 (referentiaD 의미만을 고려하 

는 의미론의 틀에서는 그 변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기존의 연구는 

이 두 접속사를 두 접속구나 절의 상충성의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여 왔다. 

즉， 접속사 HO는 a보다 접속구나 절 사이에 더 강한 모순의 의미를 내포한다 

는 등의 직관에 호소하는 설명과 러시아어 H가 주로 and로， a가 맥락에 따라 

and 혹은 but으로， HO가 주로 but으로 번역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H, a, HO 

의 세 접속사를 단일 선상에서 비교하여 단지 접속되는 요소 사이의 인과성 

이나 상충성에 따라 ‘양적인 강도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참고 

문법서의 설명은 두 접속사의 본질적인 의미적， 화용적 차이를 밝히기에 많은 

한계를 지닌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두 접속사 a와 HO를 사용할 때 화자의 서 

술사건 및 청자에 대한 태도와 두 개의 접속구나 절의 의미적， 화용적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고， 특히 접속사 a에는 러시아 민족 고유의 문화적， 언어적 특 

성이 잘 반영되어 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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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언어와 현실의 관계가 그러하듯， 접속사는 현실세계에 대한 실 

제적 반영 (representation) 에 근거한 것이 아닌 능동적 의미에서의 현실의 구 

성이나 창조(construction) 혹은 제시 (presentation)와 연관된다. 다음 예문들을 

참고하라. 

1) a. H XOTell eMY OTSe깨Tb - H He MOr. 

나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원했으나 할 수 없었다 

b. H XOTell eMy OTSeTHTb - a He MOr. 

나는 그에게 대답하기플 원했는데 할 수 없었다 

c. H XOTell eMy OTSeTHTb - HO He MOr. 

나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고자 원했다는 명제와 대답할 수 없었다는 명제가 각각 

참인 이상 화자가 위의 세 문장 중 어떤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거짓인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자가 이 두 사건이나 상황의 관계를 특정한 맥락 

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흑은 정자의 기대를 화자가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각 

각의 경우 다른 함축적 의미를 통해 나타난다 할 것이다. 접속사의 선택이 담 

화구성， 즉 접속절의 의미적 관계 자체의 특성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사설이지만， 동시에 화자는 접속사의 선택을 자신의 담화천략의 하 

나로 이용하여 담화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 이같이 접속사의 선택은 문법적 

통제보다 발화맥락에 의존적이며 화자의 담화 의도에 의존하는 속성을 지닌 

다. 

접속사 사용의 기본 원칙은 통사적으로 동등한 통합소(equal Syntagm)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과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연결되는 접속구나 절이 어떤 

공통분모나 화제를 가져야 한다는 점으로 형태적， 의미적 제약이 도상적 Gconic)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관련성이나 공통분모 없는 두 개의 구나 절 

의 연결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2) 가령 최큰에 펼자가 들은 유머러스한 

1) 영어의 but이나 러시아어의 접속사 a , H, HO익 한국어 번역은 일관성있는 의미적 
대응을 찾기 힘들기에 필자가 문맥에 맞게 선택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2) 물론 하나의 텍스트나 담화 내에서 인접한 문장끼리의 접속사 없는 연결에서도 정 

합성 koherence)은 지켜져야 하나 하나의 문장 내에서 절과 절， 구와 구의 연결에 

서는 인접성 이외에도 접속사라는 응집성 kohesion)의 기제가 명시적으로 사용된만 

큼 이 의미적 정합성이나 공통분모의 파악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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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인 “I ’m not a vegetarian, but a Korean."(vegetarian의 뜻을 모르고 국 

적을 나타내는 말이라 짐작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채식주의자와 한국인은 둘 

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란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분모가 없고 더욱이 후자가 

전자를 대치할 수 있는 의미적 상관관계도 없다. 또한 “I ’m a vegetarian and 

Korean."이나 “I ’m a vegetarian but Korean."이라는 두 문장 역시 대단히 어 

색하다. 이 문장들은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였을 

경우， 즉 ‘당선은 채식주의자입니까?’와 ‘당신은 어떤 국적의 사람입니까?’에 

대한 하나의 문장으로 된 답일 경우 가능하지만 이같이 부자연스러운 특정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둘 다 매우 어색하다. 후자의 but으로 연결된 문 

장은 만약 대화상대자나 화자가 채식주의자 중에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특 

정한 가정이나 전제를 품고 있는 경우， 이런 기대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서 

but이 쓰일 수 있으나 중립적 맥락에서 이는 분명 어색한 문장이다. 다음약 

예를 보라. 

2) ?My grandmother wrote to me a letter yesterday 
and six men can fit in the back seat of a Ford 

나의 할머니는 어재 나에게 편지털 썼고 

여섯 사람이 포드차의 뒤 좌석에 앉을 수 있다. 

3) John eats apples and his brother eats pears. 
존은 사과를 먹고 그의 형은 배를 먹는다. 

4) ?John has a house‘ but Bi11 has a sore toe‘ 

존은 집이 있으나 빚은 말가락 상처가 있다 

5) Bill is short, but Mary is ta11 
벚은 키가 작으나 메리는 크다 

보통의 맥락에서 (2) , (4)가 (3) , (5)와 비교해 어색한 이유는 각각에서 접속 

사 앞뒤의 절의 의미 사이에 어떤 공통분모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절과 절 

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이처럼 아무 제약 없이 두 개의 절을 임의적으로 연결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공통분모 혹은 공통의 주제의 존재로 인해 절 

과 절의 결합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구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러시아어 접속사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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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때로 단순， 명백하지 않다. 다음 예문 (6)에서 보듯 

이， 그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어떤 암묵적 전제를 찾고 그 전제와 주어진 문 

장에서부터 연역 적 추론을 통해 접속절 공통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6) John eats apples and 1 know many people who never see a doctor. 
존은 사과를 먹고 난 생전 병원을 찾지 않는 많은 사람을 안다.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으면 병이 예방된다는 속담이 전제가 되어 그렇다 

면 존은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 

절은 존과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을 펼요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Lakoff， 1971).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두 개 

의 절이 접속사의 존재로 의미적 공통분모를 함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전제를 설정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관성이 발견되는 경우 

가 있다. 다음의 예는 보다 심층적 의미， 화용구조를 간파해야 but이라는 접 

속사의 선택이 설명될 수 있는 예이다. 

7) George likes Peking Duck, 
but all Jinguists Jike Chinese food. 

조지는 북경오리 요리를 좋아하나 

모든 언어학자들이 중국음식을 좋아한다 

위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이 섬층적으로 화행동사가 포함된 주절， 즉 I 

say와 1 don't have to say, because가 각각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즉 ‘[I say 

to you that] George likes Peking Duck , but [I rea11y don ’ t have to say 

this, because] a11 linguists like Chinese food.'의 생 략된 형 태 라 본다면 but의 

사용이 합리화된다(Lakoff， 1980). 이처럼 모든 접속사의 사용은 의미적， 화용 

적 공통분모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공통성은 다양한 정도 

의 명시성을 갖는데， 가령 어휘적， 의미적으로 그 유사성이 보다 명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다 불투명하여 간접적인 추론을 통해서만 간파해낼 수 있는 

화용적 동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은 접속사의 선택의 문제를 

의미론에 만족하지 않고 화용론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현대러시아어 접속사 a와 HO의 의미적， 화용적 기능의 차이는 이미 최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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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연구들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특히 접속사 a를 주관적 

혹은 화자중심적， HO를 객관적 혹은 청자중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보 

편적 견해 (BHHOrpatlOB ， 1970; Yokoyama, 1991)를 재조명하여 주관성/객관성 3) 

의 이분법적 적용이 설상 다른 차원에서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펼자는 접속사 a의 객관성， 열림성， 비통제성， 

대화성， 비시간성의 자질과， 접속사 HO의 주관성， 닫힘성， 통제성， 비대화성(독 

백성)， 시간성을 주요 변별적 자질로 제시할 것이며 이 두 접속사는 같은 개 

념 적 기 능Odeational function)을 가지 지 만 대 인 적 기 능Onterpersonal func 

tion)이나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에서 변별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Halliday, 1985). 특히 러 시 아어 의 접 속사 a는 러 시 아 민족문화와 언어 적 특 

성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비능동성 (non -agentivity)이나 정서성 (emotionality) 이 

접속어라는 기능어에 반영된 또 하나의 예로서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접속 

사 a와 HO가 반영 하는 서 로 다른 세 계 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Wierzbicka， 

1992; nally4eBa , 1997), 

2. 본론 

영어의 접속사 but가 두 가지 다른 의미， 즉 (8)과 같은 기대의 부정 (denial 

of expectation)과 (9)와 같은 의 미 적 대 립 혹은 대 조(semantic opposition, 

contrast)의 의미를 지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Lakoff， 

1971; Bl따<emore， 1989). 

8) John is a republican but he is honest. 
존은 공화당원이지만 정직하다. 

9) Susan is tall but Mary is short 
수잔은 키가 크나 메리는 키가 작다. 

3) 주관성과 객관성의 개념은 실상 엄격하게 정의하기 힘든 것으로서 펼자는 기존의 
논의를 재고하고 재규정하는 과정에서 이 두 용어를 사용할 것이나 이 두 개념은 

항상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요소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따 

라 가연적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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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의미를 갖는 접속사 but은 독일어의 aber/sondern, 스페인어의 pero/ 

S100, 혹은 히브리어의 aval/ela 등 각각 다른 접속사로 실현된다. 하지만 러시 

아어의 a/HO의 변별성은 반드시 이 두 의미의 구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우 

선， 상반되는 혹은 대조될 수 있는 의미를 비교， 대치시킬 때， 즉 위의 (9)같 

은 맥락에서는 러시아어의 경우 접속사 a가 쓰인다. 아래 예문을 참조하라. 

10) Bμ apHCTO l< paT, a JI lleMO l< paT l< a. 
당선은 귀족주의자인데 난 민주주의자이다. 

11) QTeu 6wn BoeHHb때， a CblH B빼6pan ce6e y4eHy’o I<apbepy. 
아버지는 군인인데 아들은 학자의 작업을 선태했다 

(1이에서 당신과 나， 귀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11)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군인과 학자가 대립되면서 접속사 a가 선택될 수 있는 무표적 맥락을 제공한 

다. 이 예문들에서 보듯이 대조나 대립은 반드시 반의어끼리의 대립을 전제하 

는 것은 아니고 ‘상이성’이 강조되면 충분하다. 가령 앞서의 예문 (9)의 경우 

러시아어의 a가 쓰일 맥락이지만 만약 ‘Susan is tall, but Mary is of aver 

age height.' 2.} 하더라도 러시아어의 경우 접속사 a가 쓰일 수 있다. 또한 

‘John likes skiing , but Bill likes playing chess.' 역시 두 행위가 그 자체로 

반의어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접속사 a가 쓰인다. 이 경우， 스키 타는 것과 

장기 두는 것은 전자는 실외 스포츠이고 후자는 실내 스포츠이며， 전자는 지 

적이지 않고 후자는 지적이라는 함축을 통해서 반의어적 관계를 형성한다. 

(Lakoff, 1971) 접속사 a를 통해 비교되는 자질이 절대적으로 상반될 필요가 

없고 화자의 관점이나 해석에 의존함은 다음의 러시아어의 예를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다음의 02a)에서는 붉은 자질과 불그스레한 자질이 그 유사성의 

측면에 초점이 주어져서 접속사 R가 쓰이고 있다면， (12b)에서는 그 상이성， 

즉 정도성의 차이가 강조되어 접속사 a가 사용된다. 

12) a. KonJl pW)f<H ìí , H neTJI pbl)j(eBa Tμìí. 
꼴랴는 붉은 머리색이고 빼짜는 붉그스레한 머리색이다. 

b. Kon꺼 Pbl)j(Hìí , a neTJI pbl)j(eBaTblìí 
꼴랴는 붉은 머리색인데 빼짜는 붉그스레한 머리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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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예문들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비교 혹은 대조의 의미를 지닌 a 

는 주로 서로 다른 두 화제의 서로 다른 자질이나 행위가 비교， 대조된다. 

13) a. M때Ia 6p1OHeT , H KOJl!l 6p1OHeT 

미샤는 브류네트고 꼴랴도 브류네트다. 

b. ? ‘Allma 6p1OHeT , a KOJl!l 6p1OHeT. 
미샤는 브듀네트인데 꼴랴는 브류네트다. 

c. Mllma 6p1OHeT, a KOJl!l maTeH. 
미샤는 브류네트인데 꼴랴는 아마색 머리다. 

위에서 보듯이 의미적 대조가 접속사 a의 영역인 반면， 기대의 부정이란 의 

미는 접속사 HO와 a 모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속사 a/HO의 관 

계는 등가대립 (equipollent opposition)을 이루지 않는다. 아래 예문에서 두 접 

속사 모두 기대의 부정이란 의미를 실현한다. 

14) a. 311Ma, a IILlëT LlO:l<Llb. 

겨울인데 비가 온다 

b. 311Ma, HO IILlëT LlO:l<Llb 

겨울이지만 비가 온다. 

위의 두 문장이 어떤 맥락의미적 차이를 함의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결국 

본 논문의 주제를 이룹 것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하더라도， 

분명 위의 두 문장에서 접속사 a와 HO는 겨울에 비가 자주 오는 공간적 배경 

에서 말해질 수 있는 발화는 아니다. 즉， 두 접속사 모두 기대， 예상이나 자연 

의 순리， 표준， 정상적인 사건의 진행과 어긋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때 ‘기 

대의 부정’이 영어의 접속사 but이나 라시아어 접속사 a, H。에 고유한 의미라 

고 정의할 때 그 기대의 주체와 근거에 대해 따져볼 펼요가 있다. 다음의 예 

들을 보라. 

15) The plane took off, 
but, as everyone expected, he did not worry. 

비행기가 이륙했지만 

모든 사람플이 예상했던 대로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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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on~ nowen Ha OXOTY , 

HO, KaK Bce H O)f<H!lanH , BepHync~ HH c 4eM 

꼴랴가 사냥을 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맨손으로 돌아왔다‘ 

17) lleHb 6에n !lO)f(!lnHB“”’ 
a Kon~ ， KaK H CllellOBano O)f(H!laTb, He B3껴n 30HT 

그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꼴랴는 기대했던 대로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위의 예들은 CaHHHKoB (l 986) 가 기대의 부정이 영어의 but, 러시아어어의 a 

나 HO의 고유의미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들이다. 위에 

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에 대해 그가 걱정하지 않으리라는 것， 꼴랴가 빈손 

으로 돌아 온 것， 꼴랴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모두 ‘그틀을 아는 모든 

이들’이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는 일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일반적’ 기대의 

양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접속사 a나 HO가 기대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기대의 주체는 보다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의 

근거가 개인적인 편견에 기초한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투 

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의 (8)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이 예문 

에서 공화당원이라는 사실과 정직하다는 사실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파악하는 

것은 분명 공화당의 정치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발화자의 주관적 견해라 볼 

수 있다. 

또한 접속사 a의 대조나 비교의 의미와 기대의 배반이란 의미 중 어떤 것 

이 정확한 것인지 규정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다음 예를 보라. 

18) John is rich but dumb 
존은 부자지만 바보다， 

19) ConllaT cnHT , a cny)f(6a (ero) HllëT 

그 군인은 자고 있는데 그의 군무는 진행중이다. 

20) COH~ llypHywKa , a rna3a y Heë KpaCHBwe , 

소냐는 추녀인데 그녀의 눈은 아름답다 

(18)의 경우， Lakoff(1 971l는 대조 의미와 기대의 부정이란 의미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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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모두 가능할 수 였논 경우라 보았다. 즉 존이 부유하나 바보라는 것은 

우선 긍정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이란 점에서 비교， 대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나 또 한편， 존이 부유한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주관적인 선엽견에서 보자떤 기대의 부정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19) , (20) 
툴 다에서는 접속사 a가 대조나 대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기대의 

부정이란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후자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접속사 HO로의 

대치도 가능하다. 

접속사 a와 HO가 의미적 공유부분이 있다는 점 외에도 이 두 접속사가 등 

가대립을 이룬다 보기 힘든 것은 접속사 a에 HO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가 

(npHC08띠H8HH8)의 의 미 가 있다는 점 이 다. 

21) Ha llBope CHer , 

a Ha cHery Hrpa~T lleTH, 

a C 118TbMH 6eraeT co6aKa 

마당에는 눈이 있고 

눈 위에서 아이들이 높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개가 뛰어 돌아다년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의 의미를 갖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복수절의 연 

결이 가능하다. 이처럼 접속사 a에는 HO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즉 대조， 

비교의 의미와 부가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접속사 a와 

HO가 문법적으로 호환 가능한 경우， 즉 기대의 부정이나 상충， 모순의 의미를 

가질 때 이 두 접속사의 의미적， 화용적 기능의 변별성이 될 것이다. 

A와 HO에 대한 기존 러시아어 아카데미문법 (980)이나 다른 참고문법서 혹 

은 사전의 정의는 다소 혼란스러운데 비교(conOCTaBJ18HH8)의 의미는 a에 국 

한되 어 나타나는 반면， 대 럽 (npOTHBonOCTaBJ18HH8) 이 나 비 상응(H8COOTB8TCTBH8) 

의 의미는 툴 다에 적용되어 이 둘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시사하지만， 이 

두 접속사가 같은 의미를 가질 때 호환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그 둘의 

본질적 의미 차이는 무엿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수많은 귀중한 자료와 예문이 접속사의 의미， 화용적 

기능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또 다른 

대표적 예가 Kpy 'lHHHHa (988)이다. 이 연구는 러시아어의 대표적 등위접속사 

를 다섯 가지의 추상적 메타의미가능， 즉 인과적 관계 (OTHO뻐8HH8 C J18nOBam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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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관계 (orpaHH4HTenbHoe OTHO띠eHHe) ， 부가적 관계 (npHcoe~HHHTenbHoe OT

HoweHHe) , 분배적 관계 (pacnpe~enHTenbHoe OTHOWeHHe), 분리적 관계 (pa3~enH

TenbHoe OTHOWeHHe)와 연관시키는데4) 비록 자료의 제공이란 측면이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보다 우세하다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PY4HHHHa 

(988)는 러시아어 접속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서일 뿐 아니라， 접속사 

a와 HO의 차이에 대해 기존 문법서의 설명에 비교해 그 의미적 차이에 대한 

규정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 접속사 HO를 제한적 관계， a를 분배적 관계의 

대표적 접속사라 소개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제한성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HO의 주된 자질들과， 분배성은 a의 자질들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접 속사 a의 의 미 에 대 해 서 는 Kpe따재H & na~Y4eBa0974a， 1974b)가 가장 

주목할만한 심층적이며 처l 계적인 연구이다. 이들은 접속사 a를 세 개의 서로 

다른 고유의 의미를 지넌 구별되는 어휘소로 보아 각각 비교(conOCTaBneHHe) 

의 Al , 비 상응(HecOOTBeTCT뻐e)의 A2, 부가(npHcoe따뻐TenbHoe)의 A3로 분류하 

였다. 그 각각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2)( = 10) Bw a띠CTO l< paT ， a 51 tleMO l< paTl<a, (A l) 

당선은 귀족주의자인데 난 민주주의자이다. 

23) Y'IHTC J'I tleBO'lKa B KOHcepBaTopHH, a OtleTa 60r 3HaeT l< aK , (A2) 

그 소녀는 콘서버토리에 다니는데 맙소사 그 옷 입은 모양이란. 

24) 3a tlepeSHeH 6bI.nO no.ne, a 3a no.neM Ha'lHHa.nc쩌 .nec , (A3) 

마을 뒤에 들이 있었고 그 들 뒤에는 숲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KpeH~nHH & na~Y4eBa(1974b)는 비교의 Al 의 주요 특성으로서 두 접속절 각 
각의 화제， 평언의 상호연관성을 지적했는데， 특히 접속사 a 다음에 바로 화 

제가 뒤따른다는 것은 이 겁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의 어순의 주된 특징이다. 

A3도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화제가 선행절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평언과 연결 

되어 접속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이로써 Al과 A3는 후행절의 화제가 전환된 

화제로서 선행절의 화제 혹은 평언과 연관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담화 

구조변 에 서 제 약을 받는다， 51HKo(990)는 이 Al , A2, A3를 각각 복선 적 비 교 

4) 각 의미기능의 대표적 예륜 보면 다음과 같다: H 인과적 관계)， HO (제한적 관계)， 

tla (부가적 관계)， a (분배적 관계)， H.nH (분리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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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SYXMepHoe COnOCTaSJleHHe) , 단선 적 비 교 (OJlHOMepHoe COnOC TaSJleHHe) , 이 행 적 

비교(TpaH3HTHSHoe COnOCTaSJleHHe)라 구분하고 있다. 복선적 비교란 각 접속 

절의 화제 (T) ， 평언(R)이 대응되는 [Tl Rl-T2 R2]의 구조이며， 단선적 구조 

는 각 절의 화제 평언이 의미적 연관이 없는 경우이고， 이행적 비교는 후행절 

의 화제가 선행절의 평언이나 화제와 평언의 총체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구 

조로서 [T1 RI-T2(=Rll R2] 혹은 [T1 Rl-T2(=Rl ’, 즉 Rl과 의미적으로 

관련) R2] 혹은 [Tl RI-T2(=Tl +Rll R2]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Ca배HKOS 

(989)는 Kpe꺼JlJlHH 8l naJlYQesa(1974a)가 예로 든 A3중에서 일부(위의 예 (24) 

와 같은)는 Al과 동일시하는 반면 다른 용례는 A3로 다르게 범주화하는데 이 

새로운 범주의 주된 기능을 ‘일반화 기능(0606ma빼ee A)’이라 규정한다. 아래 

의 (25b)가 CaHHHKos (l 989) 의 일반화기능의 A3에 속한다. 

25) a. Ha na앤 KOJllI MHoro ryJl!leT , H 3TO O'leHb nOJle3HO. 
별장에서 꼴랴는 산책을 많이 하고 이는 매우 유익하다 

b. Ha na 'le KOJl꺼 MHoro ryJl!leT , a 3TO O'leHb nOJle3HO. 
별장에서 꼴랴는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는 매우 유익하다 

전자에서의 3TO는 주로 꼴랴의 별장에서의 산책이란 특정한 상황을 일걷는 

반면 후자에서의 3TO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산책을 말한다. 비록 후행절의 

화제가 선행절의 화제 혹은 평언과 연관된다는 담화구조상 공통점은 있으나 

Kpe꺼g재H 8l naJlYQesa (1 974b)의 A1과 A3는 통사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이분적 대립이 Al 에 고유한 성질이라면 A3는 선행절에 주석을 달거나 첨 

가하는 의미가 지배적이기에 앞서 (21)에서 보았듯이 접속절의 수가 둘 이상 

일 수 있다. 따라서， 접속되는 구성성분의 수가 두 개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통사적 특성에 따라 접속사 A를 먼저 두 가지 종류로 나 

누는 것이 논리적이라 여겨진다. 이분적 대립의 경우를 다시 비교(Al)와 비상 

응의 의 미 (A2)로 나누는 것 이 적 당하고 A2는 종종 접 속사 110의 기 능과 많이 

중첩되는 의미를 갖는 만큼， 이 비상옹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 A2는 Al과 탈리 

담화구조보다는 화자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점에서 (Yokoyama， 1980) 접속사 

H。와 더불어 그 차별성이 밝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접속사 HO와 연관시켜 

살펴 볼 주요 의미기능은 바로 이 비상옹의 A2가 될 것이고 이 두 접속사가 

최소대럽쌍을 형성하는 경우 그 의미적， 화용적 변별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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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된 과제지만 접속사 a가 갖는 의미적， 화용적 특징은 궁극적으로 

Al , A3의 의미나 화용적 기능과도 연계성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접속사 HO에 대해서는 CaHHH I<OB (1 986) 의 연구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접속사의 기본적 기능을 정상적인 상황의 파괴 (HapyweHHe <<HopManbHoro>> 

I10nOll<eH깨 Be띠efi)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정상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첫째는 평가성의 문제로서 두 접속절이 서로 상반되는 객관적 평가의 의 

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후행절의 평가의 의미가 선행절의 평가의미를 

압도하므로 두 절의 호환은 문장 전체의 평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26) OH JJeHHBb때， HO yMHbJH 

그는 게으르지만 영리하다 

27) Ha CBeTe C4aTb~ HeT, HO eCTb nOKOH H BOJJ~ 

세상에는 행복이 없지만 평온과 자유가 있다 

(26)은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상반성이 HO를 선택하는 동인이 되는 

경우로서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 볼 수 있다. (27) 

의 경우 이 세상에 행복은 없다는 것은 부정적 평가지만 평온과 자유의 존재 

는 긍정적 평가로서 이 후행절의 평가가 더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즉， 

(26)에서는 그 사람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27)에서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나타나며 선행절과 후행절을 자리바꿈할 경 

우 전체적인 평가는 뒤바뀐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의 똑같은 자질 

도 화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화자 중심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라. 

28) flapHHa npOCTa, HO 04eHb MHJJa~ cTapywKa. 

라리나는 단순하지만 매우 착한 노인이다. 

29) OH 6b1JJ T04HO TaKHM :l<e ... 

TOT :l<e pOBHblH rOJJOC , 

TO :l<e BbJpa:l<eHHe 6ecxHTpoCTHOCTH Ha ero HeKpaCHBOM, HO npOCTOM JJHqe. 

그는 꼭 똑같았다 

똑같은 변함없는 목소리， 

아름답지 않지만 소박한 얼꿀에 나타나는 똑같은 순진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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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들은 단순성이나 소박성의 자질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화자 

에 의해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전자에서는 단순성이 부정적 

자절로 후자에서는 긍정적인 자질로 평가된다. 

Ho의 두 번째 의 미 는 ‘비 정 상적 인 결과의 의 미 (HO HeHOpMa끼bHoro C Jle，llCTBI쩌)’ 

로서 이 경우 역시 두 접속절의 자리바꿈은 불가능하다. 

30) y MeH~ B pyKax aOBonbHO CHnw, HO aBepe꺼 He CMor OTnepeTb 

나의 손 힘은 꽤 세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31) KpyroM BeCHa , HO 3a ropoa Henb3~ 

주위엔 봄이 왔지만 교외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30) , (31) 모두에서 선행절에서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서 충 

족되지 않는데， 이 경우 역시 후행절의 의미가 선행절에 비해 강조된다. 

Ho의 세 번째 의미는 후행절의 존재로 선행절의 의미가 약화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예들을 참조할 수 있다. 

32) HHI이lTa nowen B caa, HO H TaM He 6wno *H3HH. 

니끼따는 공원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활기는 없었다. 

33) 5epera HeBbI npeKpaCHbI, 
Ho!?a 꺼 He n~rywKa H He OXOTHHK aO 60nOT. 

네바강가는 아름답지만/아름다운데 

나는 개구리가 아니고 늪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위 예문 (33)에서 접속사 HO를 a로 대치한다면 문장이 다소 어색한 반면 HO 

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은 네바강가가 아름답다는 사실(강가에 살고 싶은 

혹은 살아서 좋은 이유)과 화자가 개구리가 아니고 늪지를 싫어한다는 사실 

(강가에 살기 싫은 혹은 살아서 나쁜 이유) 사이에 그 의미적 상충성이 함축 

적 의미로 전달될 뿐 말화 지시의미상 신속히 전달되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 

이다(51HKo ， 1990). 두 접속절의 의미적 상충성이 약한 경우나 의미적 대립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두 접속절의 의미적 상충성은 접속사 HO에 의해 보다 적 

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HO가 a에 비해 두 접속절 

의 유관성 (relevance)을 더 공고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뒤의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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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루어 질 것으로서 이 두 접속사의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 

성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접속사가 모두 사용 가능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예문 

들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 

34) a. lleHb 6빼끼 1l0 )j(llJIH8blli, HO KOJI꺼 He 83 .51 JI 30HT. 

그날은 비가 많이 왔지만 꼴랴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 

b. lleHb 6μJI 1l0)j(llJIH8b때， a KOJI.5I He 83 .51 JI 30HT. 

그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꼴랴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 

35) a. CTO.5lJIa 3HMa, HO .51 ryJI.5IJI 8 nHll)j(aKe. 

겨울이었지만 나는 자켓을 입고 산책했다. 

b. CTO.5l JIa 3HMa, a .51 ryJI.5IJI 8 nHll)j(aKe. 

겨울이었는데 나는 자켓을 입고 산책하고 있었다.5) 

CaHHHKoB (1 986)는 위 두 접속사의 의미적 차이를 사건의 독립성 및 의존성 

으로 설명한다. 각각의 예 (a)에서는 두 사건이 의존적으로 연관되고 (bl에서 

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즉 (34a)에서는 꼴랴가 비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안 가져간 경우이고 (34b)에서는 꼴랴가 비오는 사실을 몰랐 

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35a)에서는 내가 자켓을 걸치 

지 않고 걸은 것이 겨울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었 

을 가능성이 높고 (35b)에서는 그것이 비의도적인 행위로서 겨울인 상황과 우 

연히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34b), (35b)에서는 모순， 충돌되는 상황을 

어먼 논리적 설명 없이 현상 그대로 제시하는데 만족하는데 반해， (34a), 

(35a)에서는 서술사건 주체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두 접속절의 

모순， 충돌이 일어난다. 이로써 접속사 HO는 두 접속절의 의존성과 통제성， a 

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디고 볼 수 있는데， 접속사 HO에 나타나는 특성， 

즉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강한 통제력 및 후행절의 선행철에 대한 강한 종 

속성， 또 그 결과 두 절 사이에 더 긴밀한 유관성을 지적하는 것은 상충성이 

나 모순의 의미가 HO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설명보다 더 포괄적 

인 해석이다. 다음의 예를 보라 

5) 주체의 의도성이 배제되었음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 같은 동사의 한국어 번역을 

달리한 점에 유의해 주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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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 OH n이[eJl 3a XJle60M, H CKOpO BepHyJlClI. 

그는 빵을 사러 갔고 곧 돌아왔다. 

b. OH nomeJl 3a XJle60M, a CKOpO BepHyJlClI. 

그는 빵을 사러 갔는데 곧 돌아와 있었다 

C. OH nomeJl 3a XJle60M, HO CKOpO BepHyJlClI 

그는 빵을 사러 갔지만 곧 돌아왔다 

111 

(36a)에서는 빵이 구입한 후， (36d에서는 아마도 빵을 구입하지 못한 채 그 

가 서둘러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함축은 접속사 ”가 선행절의 

행위의 목적이 후행절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사용되는 반면， 접속사 

HO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속사 M가 없어 

도， 즉 때 nomen 3a xne60M. OH CKOpO BepHynClI.’란 문장도 (36a)의 함축적 의 

미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두 경우 다 행위의 목적 달성이란 점에는 무관하게 

각각의 절을 독립적으로 기술하기에 청자의 상식적 추론에 근거할 때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빵이 구입되었을 것이란 디폴트(default)의 

함축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36c)의 경우 접속사를 배 

제한다면 H。로 연결된 복합문의 함축적 의미， 즉 빵이 구입되지 않았을 거라 

는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이다. 이는 결국 접속사 HO로 연결된 문장에서 후행 

절의 의미가 선행절의 의미와 긴밀히 연관되고 그 의존도가 높기에 상충의 

의미 HO는 디폴트의 의미함축이 아닌 선행절의 행위의 목적이 후행절에 의해 

취소되거나 달성되지 않았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적 의미를 함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36b)의 경우 그가 빵을 사러 간 것과 빨리 돌아 온 것에 

대해 서술자인 화자는 다소 의아함과 놀라움의 감정을 갖고 관찰자의 입장에 

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빵이 구입되거나 구입되지 못 했을 가능성에 대 

해 모두 다른 두 예문들보다 확신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접속사 a와 HO가 최소대립쌍을 형성하며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37) a. Pe6ëHOK CHllHT, HO He XOllHT. 

아이는 앉을 줄 아나 걸을 줄 모른다. 

b. Pe6섬HOK CH마IT ， a He XOllHT. 

아이는 앉아 있고 걷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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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a. QHa CTHpaeT, HO He y6HpaeT. 

그녀는 세탁은 해야 하지만 청소할 필요는 없다. 

b. QHa CTHpaeT, a He y6HpaeT. 

그녀는 세탁을 하고 청소는 하지 않는다. 

이 각 쌍의 차이를 51HKo (l 990)는 양상성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즉， (37a)은 

아이가 앉을 줄 알지만 걸을 줄 모른다는 의미로 (38a)는 세탁을 해야하지만 

청소는 할 의무가 없다논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반면， (37b)와 (38b)은 모두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51H l< o (l990)는 이 

두 대립쌍의 차이를 H。가 부정과 결합할 때 약한 대립의 의미를 띠어 양상성 

의 의미가 덧붙여진다고 설명하나， 펼자는 이 예문들 역시 접속사 a의 독립 

성， 자율성 대 접속사 HO의 의존성， 종속성의 대 립과 연결된다고 본다. 접속사 

HO는 a에 비해 두 절의 내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후행절에 보다 종속적인 의 

미를 부여한다. 즉 앉는 것과 걷지 못(안)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강한 충 

돌의 의미를 띠지 않는 반면，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의 대립이 아닌 일반화된 

양상성(가능성이나 의무와 같은)의 의미를 가질 경우 그 상충성이나 모순성의 

의미가 강화된다. 또한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접속사 a가 현재의 시점에서 

두 사건을 독립적으로 비교한다면 HO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두 사건이나 상 

황의 의미를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접속사 a에는 화자가 감지하는 상충 

성， 모순성이 현시점에서 화자를 의아하게 만들고 화자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스스로 몰입되어 있는 반면， HO는 화자가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사건을 재해석 

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정서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관적 관점으로 사 

건에 보다 일반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기에 이 접속사가 양상의 의미를 동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접속사 a로 연결되는 접속절 사이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H。로 연결되는 접 

속절 사이의 내적 결속， 즉 후행절의 선행절에의 종속과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통제는 다시 말해 a가 두 절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반면， HO는 후행절에 

보다 강한 의미적 강세를 준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미 앞서의 (28) , (29)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아래의 예문 역시 H。가 후행절에 평가의 핵심을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39) a. PaHO 3anyManc~ TW *eHHTbC~ ， HO HeseCTa TSO~ MHe HpaSHTC꺼 

너는 결혼하기로 일찍 결심했지만 네 약혼녀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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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BeCTa TBO~ MHe HpaBμTC~ ， HO *eHHTbC~ Thl 3anYManC껴 paHO. 

네 약혼녀가 내 맘에 들지 않지만 넌 결혼하려고 일찍 결심했다. 

전자에서는 상대방이 일찍 결혼한 사실에 대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그 반대이다. 이처럼 HO는 후행절에 발화의 목적을 

내포하여 의미적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반해 접속사 a는 두 개의 불일치 

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어떤 평가를 내리기 보다 그 모순성을 수 

용하고 단지 정서적으로 당황함이나 놀라웅을 보이는 것과 같은 즉홍적 대응 

을 한다. 다음의 예들 역시 접속사 HO가 포함된 문장의 후속문은 그 선행문의 

후행절， 즉 HO가 포함된 절의 주제의 연결인 반면， a가 포함된 문장의 후속문 

은 이 접속사의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연관된， 즉 선행 문장 전체와 유관성 

을 갖는다는 것을 보인다. 

40) a. 끼IOnH npoxon~T MHMO, HO OH HX He 3aMe4aeT. OH *nÈi T.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지만 그는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는 기다린다. 

b. 11 npoxonHna MHMO, a TbI na*e He 3aMeTHn. 06HnHO 

내가 지나쳤는데 넌 보지도 못했다 모욕적이다. 

(40a)에서 그가 기다린다는 사실은 그가 그들을 못 보았다는 사실과 인과적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40b)에서는 모욕적이라는 사실은 선행절， 후행절을 모 

두 포함한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한 평가로 작용한다. 

의미적 강조가 HO의 경우 후행절에 주어지고 a의 경우 동등하게 주어진다 

는 사실은 접속사 a가 종종 선행절과 후행절을 자리바꿈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HO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설명해 준다. 다음의 예를 보라. 

41) a. neHb 6hln no*nnHBbIH, a/Ho OH He B3~n 30HT. 

그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왔지만 그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b. OH He B3~n 30HT, a/?Ho neHb 6bln nO*nnHB뼈. 

그는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가져갔지만 날은 비가 많이 왔다， 

42) a. nyTb 6잉n nonor, a/Ho ~ BbIwen n03nHO 

길이 별었는데/멀었지만 나는 늦게 나왔다. 

b. 11 B에wen n03nHO, a/?Ho nyTb 6비n nonor. 

나는 늦게 나왔는데/나왔지만 길은 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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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 KBapTHpa He y6paHa, a/Ho Mawa nowna B KHHO. 

아파트는 청소하지 않았는데/않았지만 마샤는 영화보러 갔다. 

b. Mawa nowna B KHHO, a/?Ho KBapTHpa He y6paHa‘ 

마샤는 영화보러 갔는데/갔지만 아파트는 청소하지 않았다. 

접속사 HO는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의해 연 

결되어 X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Y가 일어났음이 논리적 충돌을 이루거나 

상식적인 일의 진행에 위배되는 경우 사용된다. 즉， HO를 사용함으로써 화자 

는 두 사건의 공존이나 연속이 상식이나 순리에 위배됨을 제시하는 반면， 접 

속사 a는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두 사건을 비교하기에 그 둘의 시간적 선후 

관계나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시간성’이 두 접속사를 구별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기준이 된다. 두 사건의 선후관계에 상관없이 현재 화 

자가 느끼기에 두 사실이나 상황이 불일치나 모순을 이루는 경우 접속사 a가 

사용되는 반면， HO는 두 사건이 동시적이거나 후행절이 선행절을 시간적으로 

뒤따라야 자연스럽다. 접속사 a로 접속되는 두 사건이나 정황은 그 시간적 선 

후관계성이 중화되거나 무관하게 인식되고， 화자의 발화시점， 즉 현재의 시점 

에서 두 사건이나 상황을 비교하여 서술사건을 발화사건에 투사한다. 반면， 

접속사 HO로 접속되는 사건이나 상황의 시간성은 오히려 그 선후관계가 강화 

되고 화자는 서술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사건의 

시점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a와는 반대로 발화사건을 서숨사건에 투 

사한다 6) 접속사 HO에는 서술사건간의 상대적 시간성， 즉 텍시스(Taxis)7} 중 

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접속사 a에는 화자의 발화시점인 현재가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은 결국 후자가 보다 전환사(shifter) 적 특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Jakobson, 197D. 또한 후행절에서 접속사 a는 주로 현재시제， HO는 과거시제 
와 잘 결합하는 것도 이같은 시간성의 중화 여부와 발화사건과 서술사건의 

관계가 두 접속사에서 서로 다므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상 접속사 a 

의 독립성， 자율성과 비시간성， 접속사 HO의 종속성， 의존성과 시간성의 자절 

대립은 전자에 의해서는 두 사건이나 상황의 대립이 보다 대화적 관계7)로 동 

6) nanYQeBa(1997)는 접속사 HO는 서술사건주체(서술사건의 주어가 표시된 경우)가 두 

접속절의 상충성이나 모순을 의식하는 주체인 반면， 접속사 a의 경우에는 발화사 

건의 주인공인 화자가 그 역 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이 ‘대화적 관계’는 메타포적 의미이다. 각 접속절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할 

때 접속사 a는 이들 목소리를 어떤 판단이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대립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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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연결되는 반면 후자에 의해서는 후행절이 화자의 관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보다 독백적 관계라 규정지을 수 있다. 대화성 대 독백성은 가장 포괄 

적인 메타정의로서 이 두 접속사를 변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접속사 a와 HO를 둘 다 화자의 담화상황에 대한 판단이 암묵적으로 반영된 

광범위한 의미의 전환사로 보면서 자신의 상호작용적 담화모텔( Transactional 

Discourse ModeO에 의거하여 이 두 접속사의 차이를 설명하는 Yokoyama 

(991)는 두 접속사의 차이를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로 설명한다. 그녀는 접 

속사 a는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두 사건의 상충성을 인지할 

때 사용되는 반면， HO는 화자가 청자중심의 객관적 입장에서 두 사건의 모순 

을 나타내는데 쓰인다고 주장한다 

44) a. 51 nOKymaJlc lI Torlla Ha yÕI깨CTBO ， 

HO MeHlI He apeCTOBaJlH H He OTllaJlH nOIl cYIl. 

MeHlI C4HTaJlH cyMacwellwHM. 

난 그때 살인을 음모했지 만 

체포되지 않았고 법정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b. CTpaHHO. 51 nOKywaJlc lI Ha yÕI때CTBO ， 

a MeH lI He apeCTOBWBa~T ， He oTlla~T nOIl CYIl. 

3Ha4HT , C'써Ta~T MeH lI cyMacwellWHM. 

이상한 일이군， 난 살인을 음모했는데 

체포되지 않고 법정에 넘겨지지도 않는다. 

즉， 나룹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두 접속사 모두 상충의 의미를 띠는데 접속사 H。는 청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두 접속절의 관계를 규정하는 반면， 접속사 a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다 주관적인 내적 독백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44b)의 CTpaHHO와 현재시제에 

서 보듯이) 피상적으로 보기에 설득력 있으나 이 두 접속사의 일면적 성격이 

라 생각된다. 접속사 a로 연결된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적 지위， 

비통제성에 대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접속사는 화자가 논리적 재구성 

없이 사실들의 상충된 성격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반해， 접속사 HO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 모순을 화자가 해석자의 입장에서 전 

의미에서 접속사 a가 이 목소리들의 대화를 신호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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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Yokoyama(l991)가 말하는 HO의 객관성은 화자의 감정적 개입이 없다 

는 점에서 서술사건에 대한 태도나 청자와의 대인적 관계에서의 거리유지 측 

면의 객관성이고， 오히려 이 접속사에 화자의 강한 통제성， 평가가 숨어 있다 

는 사실을 주목할 때 오히 려 HO에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속성 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접속사 a에 나타나는 갈등， 의아함， 놀라움의 감정은 

화자의 서술사건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화자-청자의 거리를 좁히는 대인적 

관계에서의 주관성일 뿐， 텍스트 구성에서는 오히려 충돌되는 사실이나 상황 

의 대치를 보다 평가중립적 태도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이 두 접속 

사의 차이를 단순히 주관 대 객관의 차이로 하나의 측면에서 양분하여 나타 

내는 것은 이 두 접속사의 복잡다단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보기 힘 

들다. 

접속사 a는 보다 자가몰입적인 서술태도를 보이고 주로 대화체 장르에 쓰 

이는 반면， 보다 객관적인 서 술 태도가 반영되는 접속사 HO는 해설체 장르에 

사용되며， 두 접속사가 나타나는 각기 다른 레지스터에 사용된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다음을 보라. 

45) Ha tlBOpe CHer , a!?Ho OH 60c싸(OM' 

마당에는 눈이 있는데/있지만 그는 맨발이다’ 

위의 문장에서 접속사 a를 HO로 대치한다면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레지 

스터의 상충이 일어날 뿐 아니라 놀람이나 의아함의 정서를 a만이 억양면에 

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φyll<epOH ， 1997; Yokoyama, 1991). 놀라움， 

당황， 이해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태도(no CTpaHHo!)는 접속사 a에 주로 나타나 

는 정서적 특성이다. φyll<epoH (1 997)은 다음과 같은 홍미로운 예문을 제시한다. 

46) a. 5~n OH 3aMe~aTenbH뼈 ~enOBe l<， 3onOToll MY:I<HI<, 
Ho/?a cry6Hna ero npO l<n~Ta~ BollHa. 

그는 비범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사내지만/사내인데 

저주받을 전쟁이 그를 망쳐버렸다 

b. 5~n OH 3aMe~aTenbH바l ~enOBe l<， 3onOToll My:l<H 1< , 

?Ho/a cry6Hna ero npO l<n~Ta~ BOtll< a. 

그는 비범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사내지만/사내인데 

저주받을 보드차가 그를 망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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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간단한 어휘의 대치가 접속사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후자의 예에서 BOlll< a가 갖는 주관적 인 정서가 접속사 a의 사용과 더 

조화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음의 예를 참조하라. 

47) a. B뻐lJIa Mama, H 3a HeA M때a. 

마샤가 나왔고 그녀 뒤로 미샤가 나왔다. 

b. BblmJla Mama, a 3a HeA MHma. 

마샤가 나왔는데 그녀 뒤로 미샤가 나왔다. 

(47a)는 마샤와 미샤가 같이 기다리다 나온 경우로서 대화상대자가 “Ka l< 3TO 

OHH BMecTe?"라고 묻기 힘든 반면， (47b)에서는 다소 의외의 감정으로 이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그들이 우연히 마주쳐 같이 나오게 된 경우에 접 

속사 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처럼 주관적 감정의 몰입이 접속사 a에 내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 

까지나 대인적 측면， 즉 화자-청자 관계의 문제이고 이 접속사가 두 접속절의 

독럽적 위상을 보장한다는 점을 되새길 때 접속사 a는 분명 일관성 있는 내 

적 독백의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주관 안에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와의 

‘대화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두 사건이나 상황의 충돌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이 갈등상황을 지켜보는 수동적 입장이며 두 사건이나 

상황은 동등한 목소리로 대립되고 있을 뿐 어떤 것도 우위를 점한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 이에 반해 접속사 HO의 고요한 억양과 비정서적 태도， 거리를 

유지하는 서술은 분명 내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 이미 그 갈등이 자 

기 안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넘어 일관된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 

으로 해석， 평가되어진 단계라 보여진다. 위에서 주목해 보았듯이 접속사 HO 

에 과거시제가 접속사 a에 현재시제가 쓰이는 것도(위의 예 (44)) 또 접속사 

HO에 현실태 보다는 가능성이나 의무 등의 양상적 의미가 부가될 수 있는 것 

도(위의 예 (37) , (38)) 결국 화자의 일회적인 반응이 아닌 어떤 현상에 대해 

일반화가 HO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서적， 직접적 반응의 단계를 

지나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친 것을 시사한다. 접속사 a 

를 주관성과 HO를 객관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바로 a의 주관적 외양 속의 숨 

은 내적 객관성， HO의 객관적 외양 속에 숨은 내적 주관성을 간과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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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에서 접속사 a가 갖는 세 가지 의미 가운데 HO와 비견되는 A2에 

만 집중해 그 둘의 의미적 변별성에 주목하였다. 과연 접속사 a가 갖는 다른 

의 미 들， KpeAanHH 8l na~yqeBa(1974a， 1974b)가 말한 Al과 A3는 서 로 다른 어 

휘소로서 A2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일까? 펼자는 이 세 의미기능은 결국 

모두 접속절의 독립성， 대화성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공통된 의미， 

화용적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Al과 A3는 앞서 지적했듯이 화제가 접속사를 

뒤따르는 구조를 갖는다. 이같은 화제의 대조나 전환은 의미적으로 두 사건이 

나 상황의 충돌이나 갈등구조를 이루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 

하다. Al의 경우 선행절의 화제， 평언과 후행절의 화제， 평언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Kpe꺼~nHH 8l na~yqeBa(1974b)의 분석을 통해 보면 다음 

과 같다. 

48) TaM [J HMOll]Tl [XO lJOllHO]Rl. A [lJeTOM}r2 [lI<apKO]R2 

그곳은 겨울에는 추운데 여름에는 럽다. 

49) TaM [XOlJOllHO]Rl [J HMoll}n. A [lJeToM]T2 [lI<apKo]R2. 
그곳은 겨울에는 추운데 여름에는 럽다. 

위의 예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화제， 평언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데 어순 

에 관계없이 각절의 화제와 평언끼리 연결되어 선행절의 화제， 평언의 어순에 

관계없이 접속사 Al에 뒤따르는 것은 후행절의 화제이다. 또 다른 화제， 평언 

의 어순을 보면 다음과 같다. 

50) [50 lJee TlIlI<elJylO l/aCTb rpY3a]Tl ClJellyeT KlJaCTb [Ha KY30B]Rl. 
A [Ha np때enh‘-- [6o lJee lJerKYIO]R2 

좀 더 무거운 짐은 차체에 놓고 

연결차에는 좀 더 가벼운 짐을 놓아야 한다. 

51) [EMY OIlHOMY]Rl [BeCe lJo}n. A [oCTalJbHble }r2 [BOlJKOM BOIOT]R2. 
그 사람 혼자만 즐겁고 나머지 사람들은 늑대처럼 울부짖는다 

위의 두 예에서 어순은 다르지만 모두 선행절의 화제와 후행절의 평언， 선 

행절의 평언과 후행절의 화제가 비교， 대조되는데 모두 접속사 다음에 바로 

후행절의 화제가 뒤따르는 어순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접속사 A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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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접속사 a가 이끄는 후행절의 어순은 주로 선행절과 비교되는 화제를 앞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52) nOMH~， ne*an ~ Ha rop~4e꺼 ne411 ’ 

?a/HO HIIKaK He Mor corpeTbC~. 

난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있었지만 

전혀 몸이 더워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53) nOMH~， ne*an ~ Ha rop~4eA ne411, a corpeTbC~ HIIKaK He Mor. 

난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있었는데 

전혀 봄이 더워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앞서 보았던 a의 대화성， 비통제성의 의미적 특성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같 

은 담화구조야말로 두 개의 대등한 명제가 가장 동등하게 맞설 수 있고 대화 

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칭적’ 구조라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두 개의 사실을 동등하게 대조， 비교한 

다. Al은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HO와 비견되는 A2와 비교해 접속되는 두 개의 

명제 사이에 연상적 관련성에 의한 대조의 의미만 있을 뿐 어떤 갈등이나 충 

돌의 의미는 찾을 수 없으나， A2와 마찬가지로 담화구성면에서 두 명제 사이 

에 대화적 관계와 비통제성을 공유한다. 

Kepß~nHH 8l na~y4eBa(1974b)의 A3은 후행절의 화제가 선행절의 평언을 뒤 

따른다는 특성이 있다. 

54) ~ l1aBHO He 3aX0l111n K [I1BaHY neTpoB1I4Y]R, A [OH ]T *IIBeT P~110M. 

난 오래 동안 이반 페뜨로비치 집에 들르지 않았는데 그는 옆에 산다. 

55) I1HcneKTOp Mon4a X0l111n no Knaccy, A [3TO]T 6~n l1YPHOA 3HaK. 

장학관이 조용히 고l실을 돌아다녔는데 이는 불걸한 정조였다. 

56)(=24) 3a l1epeBH해 6bInO none , A (Ja noneMh Ha4l1Hanc~ nec. 

마을 뒤에는 들이 있었고 그 들 뒤에는 숲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접속사 A3는 선행절의 평언과 후행절의 화제를 연결시키는데 (54) , 

(55)에서는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평언이나 전체 사실에 대해 비본질적인 언급 

혹은 ‘주석을 다는’ 역할을 하면서 선행절에서는 서술자， 후행절에서는 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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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담당하고， (56)에서는 마치 카메라의 앵글이 차례로 옮겨가듯 서술 

자의 관점이 이동되는 인상을 준다. A3의 의미는 관계사의 기능과 많이 닮아 

있으나 관계사에 비해 통사적 의미적으로 약화된 통합성과 통제성을 보인다. 

또한 A3는 앞서 보았듯이 두 개이상의 접속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접속절만을 허용하는 Al. A2와 비교해 통사적으로 열린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이 열린 통사적 구조는 비록 A1 , A2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위에서 제시한 

A2의 여러 의미자질， 즉 비통저l 성， 똑립성， 대화성， 비시간성에 비추어 통제된 

닫힌 의미구조라기보다는 열린 의미구조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어휘소 

A1 역시 문법적 통제로 인한 닫힌 통사구조를 가질 뿐 의미적으로는 일정한 

판단이나 평가가 후행절에 집중된 닫힌 의미구조라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화 

재， 평언이 동등하게 비교딸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로 

써 a가 갖는 세 가지의 의미기능은 모두 어떤 연관성을 가짐이 드러난다. 즉， 

사건， 정황의 충돌， 갈등이 a의 의미기능에 모두 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 이 세 어휘소로 분리된 접속사 a는 실상 심층적 담화구조 차 

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비통제성， 독립성， 열림성， 대화성의 특성을 갖는다. 

정서성 (Affect) 이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 

제이다(Besnier， 1990; Ochs & Schieffelin, 1989). 언어가 지성 뿐 아니라 ‘감 

성’을 갖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특히 러시아 민족성과 문화의 언어적 반영 

에 대한 Wierzbicka (1 992)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가 살펴본 접속사 A/HO의 의 

미， 화용적 변별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Wierzbicka(992)가 말하는 러 

시아의 민족문화적 특성으로서 언어에 반영된 특성 가운데 정서성과 통제불 

능성은 접속사 a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러시아어의 발달사 

에서 보더라도 접속사 HO가 제한적 맥락에서 쓰이다가 현대러시아어로 오면 

서 그 기능영역이 확장되고 더 활발히 쓰이게 된 접속사라 볼 수 있다. 접속 

사 HO는 고대러시아어 텍스트 중 상위 레지스터에서 발견되고 수사적 (rhetorical) 

기능을 담당했으며， 주로 선행절에 부정이나 가정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대 

치 (substitution)’의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되어졌다. 그에 반하여 접속사 a는 

현대러시아에서처럼 일상 대화체뿐 아니라 내러티브 텍스트에서 담화차원의 

화제 표지 (topic marker)로 활발하게 쓰였다 이처럼 고대러시아어에서 접속 

사 H。보다 a가 좀 더 광범위하고 무표적으로 사용된 상충의 의미를 전달하는 

접속사였을 가능성에 대한 펼자의 가설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 연구가 펼요 

한 연구분야이다. 



현대 러시아어에서의 접속사 A와 HO 121 

3.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접속사 a와 HO가 피상적으로 보기에 상호 대치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 각각에 내재하는 의미적， 화용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 

른 것임을 주장하였다 즉 서술되는 두 상황이나 사건의 갈등이나 볼일치의 

강도의 차이를 넘어서 이 두 접속사에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접속사 a에는 러시아 민족 문화적 그리고 언어 

적 특성인 비통제성에 대한 주제의 수동적 수용이 나타나 있고 이는 바로 러 

시아어에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접속사 a/HO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 

설과 연관된다. 접속사 a가 두 접속절 사이의 의미적 독럽성， 자율성을 신호 

한다면， 접속사 HO는 이와 반대로 종속성과 통제성을 신호하며 더 강한 의미 

적 유관성을 내포한다. 특히 통제성의 의미는 두 절 사이의 의미적 인과관계 

의 측면 뿐 아니라 화자가 서술되는 두 사건이나 상황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의 화자의 태도에도 적용되는데， 접속사 a의 경우 화자는 두 접속되는 

사건이나 상황간의 모순성， 상충성에 대한 어떤 주관적 평가도 내리지 않는 

반면， 접속사 HO는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의미적 통제를 더 강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화자의 서술사건에 대한 태도 역시 보다 평가적이라 볼 수 있는 

데， 후행절에 화자 자신의 전반적 평가의 핵심과 강조점을 둔다. 이 의미적 

통제성의 유무는 결국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서 a에 나타나는 대화성을， 

HO에 나타나는 독백성을 규정짓는다. 기존의 연구가 억양， 문체 등에서 나타 

나는 특성을 두 접속사의 성격과 단순히 접목시켜 접속사 a가 보여주는 감성 

적 몰입의 태도를 주관적 관점으로， HO에 나타나는 정서적 거리를 객관적 관 

점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같은 기존의 연구는 접속사 a로 

연결된 문장에서 의미적 강세가 두 접속절에 동등하게 발견되는 반면， 접속사 

H。의 경우 후행절에 의미적 강세가 위치하고 선행절과의 관계가 보다 인과적 

측면에서의 충돌로 파악된다는 사설파， 접속사 a가 보다 더 자유롭게 두 절의 

위치 바꿈을 할 수 있는데 반해 HO의 경우 두 절의 도치는 서로 다른 평가의 

미로 연결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발화를 구성한다는 사실 모두와 배치된다. 

접속사 a의 두 가지 다른 의미， 즉 대조나 비교의미와 부가의미는 결국 모두 

위에 열거된 자칠과 연결되는데， a가 비교， 대조 의미를 갖는 경우 두 접속절 

의 화제와 평언이 의미석 연계성을 지니는 대화적 담화구조를 갖는 것，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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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가 부가의미를 갖는 경우에 다수의 a를 허용한다는 통사적 특성 모두 이 

접속사가 갖는 근원적인 독립성， 대화성 열림성의 자질과 상통한다. 접속사 a 

의 대화성과 HO의 독백성은 두 접속사의 장르， 레지스터 맥락에서도 나타나는 

데， 전자는 주로 대화체나 일상어에， 후자는 해설체나 비정서적 문체에 무표 

적으로 나타남은 전자의 정서성과 후자의 평가성이 장르적 맥락과 조화된다 

는 점 외에도， 위에서 살핀 두 접속사의 서로 다른 의미나 화용적 기능과도 

상응함을 나타낸다. 또한 a는 서술사건을 발화사건에 투사시켜 발화시점인 지 

금의 관점에서 화자가 두 서술사건이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화자와 서술사 

건과의 정서적 거리가 밀착되어 있고， 화자-청자간의 정서적 거리 역시 근접 

하며， 접속절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중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HO는 반대 

로 발화사건을 서술사건에 투사시켜 화자가 두 서술사건의 시간적， 인과적 관 

계를 따라 두 사실의 의미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화자와 서술사건， 

화자-청자의 정서적 거리는 모두 멀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HO보다 접속사 

a에 전환사적 특성이 더욱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접속사 a가 객관적인 관점 

에서 상충되는 두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면， 접속사 HO는 주관적 관점과 평가적 태도로써 서술사건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후행절의 선행절에 대한 논리적 역행성을 제시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대화체에서 화자가 바 

뀔 때마다(tum-taking) 자주 등장하는 차례를 알리는(tum-initia]) 신호 a는 

독립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로서 위에 제시된 접속사 a의 여러 변별성 

의 특성과 연관시켜 볼 때 궁극적으로 접속사 a의 대화성. 열림성， 독립성의 

자질이 대화체에서 간주관적으로Ontersubjectively)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또한 각 접속절의 의미적 공통분모가 매우 광범위하여(일반적 시간， 공간 

과 같은) 위의 세 어휘소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경우， 가령 “OH CHlleJ1 B 

TlOpbMe, a r。뻐 뻐”.” 같은 문장에서의 접속사 a의 의미 역시 좀 더 심층적 

연구를 요하는 경우라 볼 수 있으나， 두 접속절의 의미적 독립성과 비통제성 

이라는 위에 제시된 자질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두 접속 

사 a와 HO가 화자의 정서적 태도의 문제와 판단， 평가의 문제 및 텍스트구성 

에서 각각 서로 다른 성 격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성의 문제는 Halli

day(985) 의 세 언어 기능， 즉 지시적 혹은 개념적 기능8) 대인적 기능， 텍스 

8) 접속사는 지시적 의미라기보다는 지표적(jndexicaD 의미를 갖지만 이는 넓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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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적 기능 가운데 대인적 기능의 영역인 반면， 두 접속절 사이의 유관성과 통 

제성， 종속성의 차이는 텍스트적 기능의 영역으로서 동일한 개념적 기능을 갖 

는 이 두 접속사를 변별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된다. 

에서 개념적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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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and ‘HO ’ in Modem Russian 
- Their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Song, Eun Ji 

The study explores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the coordinating 

conjunctions A and HO in Modern Russian. They have been often consi

dered as interchangeable in the sense of the denial of expectation or con

tradiction. Previous studies have tried to explain their functional distinc 

tions simply in terms of the degree of contradiction between two conjoined 

conjuncts or objectivity/subjectivity contrast. The study maintains that the 

conjunction A betrays Russian national , 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non-agency , passive, submissive or emotional attitude towards events or 

situations. The conjunction A shows dialogic character between two con

juncts, less control and more mobility, and puts equal semantic, pragmatic 

emphasis on both conjuncts. In contrast, the conjunction HO shows more 

monologic character, less mobility and more semantic control or constrain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joined syntagms and lays heavier stress on 

the following conjunct: the evaluation shown in that clause can be con

strued as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speaker. In sum, the given study 

maintains that the essential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A and HO lie in 

the interpersonal and textual functions of these conjunctions which have 

an identical ideational function: A shows speaker ’s involved stance toward 

the narrated event and the hearer, whereas HO shows more impers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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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ed stance toward these; A shows less semantic constraints and mor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wo conjuncts, whereas HO shows greater 

semantic control and 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