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등위접속 연구:
동반구문과 и접속 및 제로접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 정 일**

러시아어 c 동반구문에 한 기존의 연구(2010)에서, 필자는 러시아어 c
동반구문이 보여주는 통사적 변별성에 하여, 일차적으로 의미론적 관점

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통해, 러시

아어 c 동반구문의 다양한 유형들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과정에

서 화자의 발화의도에 한 화용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도상성과 같은 언

어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사적 변별성을 바탕으로 한 c동반구문의 여러 가지 통

사적 변이형들에 한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어 c동반구문을 등

위접속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어는 매우 다양한 

등위접속의 기술방식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나름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접(disjunctive)과 조(adversative)의 등위접속

과는 구별되는, 순접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위접속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어 등위접속의 체계내에서 러시아어 c동반구문이 

차지하는 위상, 여타의 다른 등위접속의 방법들, 예컨  и접속과, 열거의 

방식을 이용하는 접속사 생략(asyndetic)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러시아

어 등위접속체계 전반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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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ne(1985:26-37)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무표적인 등위접속의 표적인 

전략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라틴어 문장 veni, vidi, 
vici로 표되는 제로전략이다. 제로 전략은 별다른 접속 표지 없이 항목들이 

단순히 병치/나열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언어에서 가능하다. 두 번

째는 and 전략으로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등위접속을 해주는 소사(particle)가 

구와 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등위접속을 해 주는 것으로서 실제로 부분의 

언어에서는 하나의 소사가 모든 문법범주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 번째

는 with 전략으로서 등위접속을 해주는 소사가 동반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혹은 후치사가 되거나, 연결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동반격’이라는 특수한 격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명사전략으로서, NP접속으로만 제

한되는 것인데, 접속된 NP의 인칭과 수를 나타내는 복수 명사에 의해 연결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쌍수전략’으로서, 두 개의 NP가 

각각 쌍수의 어미에 의해 표지되는 것이다. 
러시아어는 다섯 번째 ‘쌍수전략’을 제외하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의 4가지 전략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 사이에

는 어느 정도 기능상 상보적 분포가 이루어져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 보자

면 제로 전략이 콤마 등의 표지를 이용하여 항목들이 단순히 병치되는 것

이라면, and 전략은 접속사 и에 의해 항목들이 등위 접속되는 것이고, with 
전략과, 명사 전략은 전치사 c를 이용한 동반구문의 형식으로 항목들이 

접속된다. with 전략은 Маша играла с Петей в карты.와 같은 이른바 

with-부가형과, Маша c Петей　играли в карты.와 같은 with-접속, Маша с 
Петей играла в карты.은 같은 NP-부가와 같이 크게 보아 3가지의 하부유

형으로 실현된다. 명사 전략은 Мы с Петей　играли в карты.와 같은 문장

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PPC(Plural Pronominal Construction)구문으로 나타난

다.1)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가지 전략들(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반구문이라

1) 동반구문의 유형에 해서는 Vassilieva(2001), Vassilieva and Larsonn (2005), 김
정일(2010)등을 참조하라.



는 동일한 통사적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크게 보아 세 

가지 전략)이 보이는 기능상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각의 전략들이 

러시아어에서 보여주는 의미적, 화용적 특성들을 다양한 예문들에 한 분석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 전략들을 상호 비교함에 있어 기술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어에서 동반구문이라는 형식을 이용

하는 with 전략과, 명사 전략이 NP와 NP를 접속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로전략과 and 전략의 경우를 살펴보는 경우에도, NP가 아닌 다른 문장성

분들끼리 접속되는 경우는 되도록 제외하고, 주로 NP들끼리 접속되는 경우

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и 

전치사 c를 이용하여 with 전략과 명사 전략을 취하는 러시아어의 동

반구문은 NP와 NP만을 결합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동반구문

은, 접속성분들이 서로 동일한 통사범주에만 속한다면, NP이외의 다양한 

문장성분들도 접속이 가능한 and 전략(접속사 и를 이용하는)이나 제로전

략(접속사 없이 나열되는)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and전략과 제로전략에서는, 이들 항목들이 서로 동일한 통사범주에 속하

면서, 화용적으로 (최소한의) 유관성만 지니면 원칙적으로는 무한하게 등

장할 수 있는 반면, 동반구문에서 전치사 с를 통하여 접속되는 항목은 원

칙적으로는 두 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  세 개에 불과하다는 점

이다. 세 개의 NP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제일 앞에 오는 NP자리에는 반

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등장하는 명사는 선

행하는 복수 명사의 명세가 되어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된

다.2) 본 장에서는 먼저 두 개의 NP가 접속사 и에 의해 접속되는 경우와, 
동반구문의 형식을 취하는 접속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и 

두 개의 NP가 동반구문의 형태로 접속되는 경우와, 혹은 접속사 и에 의

2)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Vassilieva and Larson(2005:117)을 보라.



해 접속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큰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맥

락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접속사 и가 접속하는 항목들 

사이의 등가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치사 c가 접속하는 항목들 사이의 비

등가성과,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а) Волга и Ока сливаются там..
(1б) Волга с Окой сливаются там.
    ‘볼가와 오카강은 저곳에서 합류된다.’
                            (Payne 1985:34)

위의 두 예문들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1а)에서 볼

가강과 오카강 사이의 개별성이 보다 두드러진 반면에 (1б)는 오카강에 

비해 규모나 인지도가 훨씬 높은 볼가강에 화자의 관점이 보다 크게 이입

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강에 한 화자의 상이한 시선은 두 상

(볼가강과 오카강)의 어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볼가강-오카강의 

어순은 거의 관용화되어 있어서, 만일 둘 사이의 순서를 바꿀 경우, 별다

른 맥락적 배경이 없다면 с의 사용은 어색해지고 오직 접속사 и만이 사용

가능하다.
   

(1б) Здесь сливаются Ока и Волга. 
    ‘이곳에서 오카강과 볼가강이 합류된다.’

         (Ruscorpora)

접속사 и가 함축하는 상들 사이의 독자성, 등가성과 같은 자질들은 

종종 전치사 c가 등장하는 동반구문이 함축하는 상들 사이의 의존성, 
비등가성과 조되기도 한다.

(2а) Волга и Ока видны с этого места.
(2б) Волга с Окой видны с этого места.
    ‘볼가강과 오카강이 이곳에서 보입니다.’  
(3a) Волга и Ока были удивительно чистыми.
(3б) ?Волга с Окой были удивительно чистыми.
    ‘볼가강과 오카강은 매우 깨끗합니다.’
        (Payne 1985:34)



(2a)의 경우는 볼가강과 오카강이 각각 반 쪽에 있어도 가능한 반면, (2б)
의 경우는 볼가강과 오카강이 같은 쪽에, 그것도 매우 근접해 위치해 있어야 

한다. (3а)의 경우는 깨끗하다는 자질이 볼가강과 오카강 모두에 적용이 가능

하지만, (3б)의 경우는 그 자질이 오카강과 동반되는 볼가강에 부여되는 것으

로 되어 화용적으로 매우 어색해진다. 무엇보다 러시아어에서 동반구문이 어

떤 행위나 상황, 또는 특정장소에 어떤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로 기술한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NP의 자질을 기술하는 (3а)(3б)는 동반구문의 일반

적인 사용 원칙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두 NP사이에서 부각되는 등가성/독립성의 자질문제는 다음과 같은 관

용적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a) На столе стоит чашка с блюдцем.
    ‘식탁위에 찻잔과 접시가 놓여있다.’

                (Ruscorpora)

위 예문에서는 접시에 한 찻잔의 중요성이 상 적으로 부각된다. 이

들 둘이 하나의 세트로 존재하는 한, 찻잔은 접시의 앞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

만, 특별한 맥락의 도움으로, 관용적인 어순 신 접시가 찻잔의 앞에 위치하

게 되면 – 예컨  바로 앞 맥락에서 있었던 접시에 한 기술로 인해 화제

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 이들 둘 사이를 매개하던 비등가성은 약화

되고,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관용적으로 존재하던 상들 간의 의존성 역시 

약화된다. 이 경우에는 동반구문 신 и접속이 사용되게 된다. 아래의 예문

에서 동사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에 주목하라. 

(4б) На столе остались блюдец и чашка.
    ‘식탁위에 접시와 찻잔이 놓여져 있었다.’
               (Urtz 1994:68)

NP2행위주가 NP1행위주의 친지로서 소유형용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행위주들 사이의 역학관계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음의 예를 보라.

(5а) Писательi и егоi семья переехали в Москву.



    ‘그 작가와 그의 가족은 모스크바로 이사했다.’
(5б) *Писатель и своя семья переехали в Москву.     
(5в) *Писатель с его семьёй переехали в Москву.     
(5г) Писатель со свеой семьёй переехали в Москву.  
    ‘그 작가는 자신의 가족과 모스크바로 이사했다.’

                (Feldman 1993:10)
    
(6) Можем ли мы с моим/?своим молодым человеком обвенчаться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в ЗАГС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он находится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и у него довольно большой срок.

‘제가 (사랑하는) 젊은이와 호적등록과에 등록하지 않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문제는 그 친구가 자유가 없는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예문 (5а)-(5г)는 인칭소유형용사와 재귀소유형용사가 и접속과 c 동반구

문을 기능적으로 할당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Yokoyama and Klenin 
(1977:261)에 따르면 러시아어 삼인칭 구문에서 재귀소유형용사는 화자의 관

점이입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반면, 인칭소유형용사는 관점이입이 상 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Timberlake(1980:780-781)역시 일/이인칭 구문보다 삼

인칭 구문에서 재귀소유형용사의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  

(5a)의 경우, писатель과 его семья는 각각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상들로 이

해할 수 있는 반면에 (5г)의 경우는 삼인칭 상인 <작가>에게 관점이입이 

이루어져, 두 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상 적으로 가까워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문 (6)은 예문 (5)와는 정반 로 일인칭 화화에 관점이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칭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경우에 두 상간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и접속과 с동반구문 사이에는 사건 및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혹은 직접적인 상이 되는 두 개체 사이의 상 적인 역학관계 및 심리적 

거리에 따라 상보적 분포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и 

2.2.1에서와는 달리, 행위자체가 가지는 의미적 성격에 의해 и접속과 с 
동반구문 사이의 선택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행위주들 간의 등



가성/비등가성, 독립성/의존성으로 표되는 동반과 и접속의 자질은 은유

적으로 보다 확장될 수 있다. 행위가 개별 행위주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두 행위주 사이의 공동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의 여부, 혹은 행위가 행위주의 동일한 정도로 참여하는지, 즉 참여지분이 

동일한 지, 아니면 어느 한 행위주의 보다 많은 지분참여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и접속과 동반구문 사이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7а) Иван и Пётр пишут книг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이반과 표트르는 언어학 책들을 쓰고 있다.’
(7б) Иван c Пётр пишут книг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이반은 표트르와 함께 언어학 책들을 쓰고 있다.’
(7в) Иван пишет книг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вместе с Петром.
    ‘이반은 언어학 책들을 표트르와 함께 쓰고 있다.’ 

 (Miller 1971:63)

(7а)는 두 사람이 각각 별개의 책을 쓰는 경우에 가능하고, (7б)는 두 사

람이 공동 작업으로 책을 집필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7в)의 경우는 두 사

람이 공동작업을 하는 상황을 이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경우에 가능하

다.3) 흥미로운 점은 행위주와 행위와의 이러한 관계가, 행위의 상들과 

행위와의 관계로도 투사된다는 점이다.

(8a) Мы сопоставили книгу с рукописей.
(8б) ?Мы сопоставили кникг и рукопись.
    ‘우리는 책과 원고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Miller 1971:62)
     
(9а) Почему нельзя смешивать кипяченую воду с некипяченой и 

потом кипятить?4)

   끓는 물을 끓지 않은 물과 섞은 뒤에 다시 끓이면 왜 안 되나요?

3) 이와 같은 NP-부가형의 동반구문에서 вместе나 совместно와 같은 어휘들은 이
전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두 개체가 화자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분리불가
능한 단일개체로 포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반구문에서 이들 어휘들의 기능
에 한 논의는 Urtz(1994:146)을 보라.

4) 별도의 인용표지가 없는 예문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적당한 변용을 거쳐 모국어 
화자에게 문의를 거친 것들임을 밝힌다.



(9б) В древней Греции вино всегда смешивали с морской водой.5) 
    ‘고  그리스에서는 항상 포도주를 바닷물과 섞었습니다.’ 
(10) Поезд связал Варшаву с аэропортом имени Шопена.
    ‘그 기차는 바르샤바를 쇼팽공항과 연결시켰다.’ 

예문 (8а)-(9б)는 제시되는 두 가지 행위, 즉 <비교>와 <혼합>이 두 상의 

동등한 수준의 공동 참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с가 보다 선호되며, 심지어 

(8б)는 모국어 화자들에게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

은 상호행위를 의미하는 -ся 동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예컨  충돌을 의미하는 

столкнуться, 조우를 의미하는 встретиться 등에서 동반구문이 и접속에 비해 

선호되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Мы сочетаем теорию с практикой.’ ‘우리는 이론을 현실과 접목시킨다’와 

‘Мы сочетаем теорию и  практику.’ ‘우리는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킨다’ 사

이의 선호도 혹은 문법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сочетать가 

함축하는 공동참여라는 행위 특성과, 이론과 실제(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라는 표

현이 가지는 관용적 관성이 러시아어 화자들의 의식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만일 상황에 따라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동반구문이,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и접속이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и 

2.2에서는 두 개의 NP가 и접속이나 c동반구문의 형식으로 접속될 때 이

들 사이의 기능적 분포에 하여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두 개의 NP 혹

은 그 이상의 NP들이 접속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전략, 즉 

항목들을 단순 열거하는 제로 전략과, и접속 사이의 기능적 분포관계를 살

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제로접속, и접속, 그리고 동반구문 사이의 상호관계

5) 물론 이러한 원칙은 절 적인 것은 아니어서, 구어적 표현이 풍부한 경우에는  동반
구문 신 и접속이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발견한 아
래의 예문에서 <물>과 <수수>는 접속사 и로 연결되고 있다: ‘В каких пропорция
х смешивать воду и пшено перед варкой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рикормки на 
рыбалку?’ ‘물고기용 사료를 만들려면 끓이기 전에 물과 수수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나요?’ 



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접속사 и가 절과 절 사이에 위치하여, 두 상황사이에 시간

적, 인과적 논리적 연관관계를 상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두 개 혹은 그 이

상의 NP들을 열거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 и는 의미적으로 가장 비어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단순한 열거의 표지로서의 기능 이외에, 접

속사 и의 내재적 의미와 발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и

2.2에서도 밝혔듯이 러시아어에서 and 접속의 실현방식인 и접속은, 접속

되는 두 개의 개체를 동등하게 연결하여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문장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문장단위들을 

결합시켜주는 и의 기능은 무엇일까? и는 소사에서부터, 접속사로서 열거의 

표지로 사용되거나, 절과 절을 접속시켜 그 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 

및 시간적 도상성을 반영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필자의 논의

는 이들의 기능적 다양성 속에 일종의 의미적 불변항이 존재한다는 가정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 – Вы бы помолчали.
    – Вот-вот, помолчал бы.
    – Вы и помолчите. Не нервинчайте.
    – Сам и нервный.
     “당신은 좀 잠자코 있었으면 싶네요”
     “자 보시다시피, 잠자코 있다면요.”
     “당신 정말 잠자코 있으세요. 신경질내지 마세요.”
     “사실 자기가 신경질적이면서.”
         (이기웅 2010:162에서 재인용)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접속사 и와는 달리, и가 소사로 쓰인 위 (11)과 같

은 예문에 주목하면서 Paillard(1986:153-154)는 и(그것이 소사이든 접속사이

든 상관없이)의 불변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정으로 제시한다.

(가정) и는 첫 번째 항 x에 그 다음 항 y를 연결해준다. 이때 x는 명시적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y는 x에 의해 설정된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며, 이로써 x와 y는 하나의 닫힌 전체를 형성한다.

        (이기웅 2010:163에서 재인용)

이는 Урысон(2011:283)에서 접속사 и에 한 의미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Cобирается дождь, и ласточки летают низко.’라는 문장을 Cобирается 
дождь(P)와, ласточки летают низко(Q)라는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고, “상황 

P와 Q는 어떤 원인 – 기의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고 규정한 뒤, 이들

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i) 상황 P가 발생한다.
(ii) 상황 Q가 발생한다.
(iii) 이것은 바라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iv) 다음과 같은 것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화자는 그렇다고 여긴다.
→ P와 같은 유형의 상황은 이미 존재하는 사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

과 만일 P와 같은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Q와 같은 유형의 상황이 발생
한다; 혹은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 n이 존재하고, 그 결과 통상적
으로 P와 같은 유형의 상황이 발생하면, Q와 같은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다.

и의 전혀 다른 두 가지 용법에 한 각각의 해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1) 상황 P가 상황 Q를 조건지우는 것은 상황 P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언어외적 현실에 한 이해6)와, 상

6) и가 담화에서 보여주는 선행 발화의 언어외적 현실에 한 관심은 Фужерон
(1997:26-27)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접속사 и는 무엇보다 상
황에 한 예측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는 접속사 а가 전제하는 상황들 간의 차별
성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출
장에서 돌아온 화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인 모호프와 만나기로 한 뒤, 또 
다른 지인인 마틸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하여, 화자가 엘리베이터 앞
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화가 가능하다.

  
    (1) Лифт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ышла Матильда, а за ней Мохов.
    (2) Вышла Матильда, и за ней Мохов.
                                        (Фужерон 1997:26-27)

    Фужерон에 따르면 이들 문장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컨  (1)의 문장
은 두 사람이 동시에 도착할 것이라는 점을 화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사용



황 P에 한 언어적 현실에 한 이해들 동시에 수반한다. (2) P와 Q 사이의 

상호규정조건에 해 화자는 이미 알고 있거나 발화순간 그렇다고 인정한다. 
(3) P와 Q는 이러한 화자에 의해 하나의 닫힌 집합을 형성한다.

상황 P에 기술된 언어외적 현실에 눈을 돌린다는 점에서 и가 가지는 직시

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 예컨  Schooneveld(1978:223)는 러시아어

의 접속사7)는 직시 부사라고 규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Я так и сказал.’과 

같은 예문에서, и의 기능은 이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

의 사건이 가지는 맥락을 찾아 그것을 새로운 맥락과 통합시킨다는 점에서 

그는 и가 직시적이라고 규정한다. 예컨  ‘Я уезжаю, как и вы, в Москву.’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и는 청자가 모스크바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

져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소사

이든 접속사이든) и의 의미상 불변항은 어떤 사건과 행위에 한 언어외적 

현실과 바탕으로 P와 Q가 닫힌 공간8)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때 언어외적 현

실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и의 의미적 불변항을 열거의 и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선행 

NP/NP들은, и에 의해 나열된 마지막 NP와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완결된 집

합을 형성하게 된다. 아래의 예 (12)-(16)에서 두 명의 참여자들은 и접속을 

통해 완전한 하나의 집합 혹은 하나의 전체가 되며, 만일 и접속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총체성은 소실된다. 
 

(12) Летом Ваня и Маша поженились.
    여름에 바냐와 마샤는 결혼을 했다. 
(13) Иван и Пётр женаты на двоюродных сестрах.
    이반과 표트르는 사촌여동생들과 결혼을 했다.
(14) Катя оказалась между Женей и Сашей.
    카탸는 줴냐와 사샤 사이에 있었다.
(15) Иван и Пётр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борьбе с общим врагом.
    이반과 표트르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중에 서로 힘을 합쳤다.
(16) Коля и Петя разбежали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되며, “Как это вы вместе?”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예컨  “Встретились в 
парадном случайно”와 같은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7) 사실 그가 든 예들은 접속사가 아니라 소사들의 예들이다.
8) Yokoyama(1981:433)는 이와 관련하여 닫힌집합(close 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콜랴와 페챠는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Урысон 2011:302)

 
여기에서 и접속을 제로접속(접속사를 생략한 열거)로 교체할 경우, 이들

은 심지어 (12a)-(15a)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비문법적인 문장들이 되는 결과

가 초래된다. 이러한 비문법성은 (12б)-(15б)에서와 같이 이들을 c동반구문

으로 바꾸었을 때도 동일하다. 이는 c동반구문에서 선행 NP와 달리 후행 

NP는 단지 선행 NP에 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12а) ?Летом Ваня, Маша поженились
(13а) ?Иван, Петр женаты на двоюродных сестрах.
(14а) ?Катя оказалась между Женей, Сашей.
(15а) ?Иван, Петр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борьбе с общим врагом.
(16а) ?Коля, Петя разбежали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Урысон 2011:302)

(12б) ?Летом Ваня с Машей поженились
(13б) ?Иван с Петром женаты на двоюродных сестрах.
(14б) ?Катя оказалась между Женей с Сашей.
(15б) ?Иван с Петром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борьбе с общим врагом.
(16б) ?Коля с Петей разбежали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이들 예문들을 보면 접속사 и는 단순히 두 명의 행위참여자를 결속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이들 사이의 결속력을 극 화시켜 하나의 단위

로 만들어내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  (12)의 경우

는 바냐와 마샤 두 사람이 결혼 당사자라는 점이 함축되고 있으며, (13)의 

경우는 적어도 화자가 알고 있는 한, 이반과 표트르가 독특한 결혼 상 자

를 가진 상 전부라는 점, 즉 총류적(exhaustive) 해석이 함축되며, (14)의 

경우는 между라는 전치사의 속성이 강조되고 있고, (15)와 (16)의 경우에도 

(1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의 참여자가 각각 이반과 표트르, 그

리고 콜랴와 페챠 뿐이라는 총류적 해석이 함축되어 있다. 두 명의 참여자

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결혼 행위/상태의 특수성을 논외로 한다면, 특히 

흥미로운 예문은 (15)와 (16)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총류적 해석 이

외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학적 균형감이다. 만일 이러한 역학적 균

형감이 약화되는 경우, 예컨  참여자가 셋 이상이 되어 참여자들 사이의 

상 적 우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12a)-(16a)에서 보여지는 비

문법성은 해소된다.9) 아래의 예를 보라.

(15г) Иван, Петр, Сергей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борьбе с общим врагом.
(16г) Коля, Ваня, Петя разбежали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Урысон 2011:303)

(15г)와 (16г)에서 행위 참여자들은, 각각의 행위 및 상황에 한 명시적

인 참여지분의 제시없이, 단지 해당 상황에 한 복수의 참여자들 중 하나

로 제시된다. 접속사 и가 구축하는 닫힌집합,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는 총

류적 해석과, 접속사 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상정하는 열린집합, 그리고 그

것이 함축하는 비총류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17) Ласточки и стрижи, вороны и галки – все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здесь 
соврешенно вольготно.

제비들과 갈색제비들, 까마귀들과 갈가마귀들 – 이들 모두는 여기에서 완
전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18)? Воробьи снегири, синицы и галки, вороны, голуби – все корми- 
лись у этой кучи.

  참새, 피리새, 박새 그리고 갈가마귀, 까마귀, 비둘기들은 모두 이 더미에
서 배를 채웠다.                                      

(НОСС 2004:405)

예문 (18)의 어색함은 접속사 없이 나열된 열린 집합에 속한 상들에 

한 열거가, 집합 내의 상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총류적 해석을 야기

시키는 양화사 все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9) 참여자가 셋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반구문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참여자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и접속과 제로접속이 경쟁을 하는 체
계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학적 등가성은 참여자가 둘인 경우에 특히 두드러져, 많

은 경우 그 둘의 순서가 모국어화자들에게 고정된 일종의 관용구를 이루

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용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명사들 간의 순서는 통상

적으로 상황이나 행위의 시간적, 인과적 순차성 혹은 참여자들 사이에 존

재하는 지위상 차이 등을 도상적으로 반영하는 언어보편적인 모습을 띠기

도 하지만10), 때로는 러시아인들의 독특한 언어적 세계상을 반영하기도 한

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 러시아어에서 보다 자주 발견되는 결합은 “까치와 

까마귀”가 아닌 “까마귀와 까치”의 결합이다. 

(19) И они засыпают крепко, спят сладко, а на телеграфных проволо- 
ках сидят вороны и сороки, кричат, как ребенок, и стараются разбудить их.

그리고 그들은 깊게 잠이 든다. 곤히 자고 있다. 그런데 전신줄 위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앉아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깨
우려 하고 있다.    

                                (체홉, ｢자고 싶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담화상황이라면, 둘 사이의 순서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 혹은 화자의 의식이나 지각이 활성화되는 순서를 반영한다.
(20) От лампадки ложится  на  потолок большое зеленое пятно, а 

пеленки и панталоны бросают длинные тени на печку, колыбель, на 

10) НOCC(Новый объяснительный словарь синоним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2004:405- 
406)는 접속사 и로 연결된 2개의 참여자 명사들 간의 배치순서를 결정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적 순서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것이 앞에 오게 된다(начало и конец, прошлое и будущее, день и ночь). 두 번째 
원칙은 좋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며(добро и зло, 
польза и вред, плюсы и минусы), 세 번째 원칙은 남성을 지칭하는 명사가 여성을 
지칭하는 명사보다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다(мужчина и женщина, муж и жена, 
отец и мать,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하지만 이 원칙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호칭의 경우는 여성에 한 예우의 차원에서 여성이 앞에 온다(дамы и господа! 
Луди и джендлеьмены!). 네 번째 원칙은 연장자 우선의 원칙이며, 이 원칙은 
확장되어 지위의 높고 낮음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отцы и дети, мать и дочь, 
профессора и студенты, бабушка и внук). 다섯 번째 원칙은 행위의 능동적 
참여자가 먼저오고, 행위의 수동적 참여자가 나중에 오는 것이다(врач и пациент, 
молот и наковаьня, лук и стрелы).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먼저 오게 된다는 것이다(горы и долы, 
фронт и тыл).



Варьку... Когда лампадка начинает мигать, пятно и тени оживают и при- 
ходят в движение, как от ветра. Душно. Пахнет щами и сапожным 
товаром.

등불에서 천장까지, 큰 초록색의 얼룩이 있다. 그리고 기저귀와 바지들은 
난로와 요람, 바르까를 향해 쪽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등불이 깜
박거리기 시작하자, 얼룩과 그늘은 마침 바람에 움직이듯 살아서 움직인다. 
후덥지근하다. 수프와 장화 냄새가 난다. 

             (체홉, ｢자고 싶다｣)

예컨  예문 (20)에서는 방안의 모습에 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룩과 그늘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이 도상적으로 пятно и тени 의 어순에 

반영되어 있다. щами и сапожным товаром에서는 화자의 지각이 활성화된 

순서가 어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있다. 특이한 점은 а пеленки и пан-  
талоны бросают длинные тени на печку, колыбель, на Варьку...에서 밑줄

로 표현되는 부분이 접속사 и가 사용되지 않고 열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앞서 언급한, 접속사 없는 나열이 구성하는 열린집합, 그리고 그것이 함

축하는 비총류적(non-exhaustive) 해석이 함축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항목들에 한 열거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즉흥적으로 화자의 시선이 가는 로 혹은 인지적으로 활성화

되는 순서 로 하나씩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на Варьку 뒤에 이어지는 말줄임표(.....)는 이러한 비총류적 해석을 뒷받

침해주는 지표가 되며, 향후 여타의 항목들이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다. 하지만 만일 다음과 같이 на  Варьку앞에 접속사 и가 올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은 차단된다. 즉 Варька가 화자의 시선이 닿는 

항목들로 구성되는 집합의 마지막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20а) а пеленки и панталоны бросают длинные тени на печку, 
колыбель, и на Варьку...

앞서 살펴본 접속사가 없는 열거와, 접속사 и를 이용한 열거 사이에 존

재하는 총류적/비총류적 해석간의 조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1) В Москве живут русские, украинцы, грузины, узбеки, латыши,  



  эстонцы, молдаване.  
모스크바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루지야인, 우크벡인,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몰다비아인들이 살고 있다.
(22) В Москве живут русские, украинцы, грузины, узбеки, латыши,   

эстонцы, и молдаване.
모스크바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루지야인, 우크벡인,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그리고 몰다비아 인들이 살고 있다.
                (Санников 1989:231)

Caнников에 따르면, (21)의 예문에서는 언급된 7개의 민족 이외에도, 모

스크바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 더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22)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된다. 즉 발화이전에(혹은 발화 도중에라도) 
화자는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라는 집합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 최종 구성요소를 몰다비아인이 차지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이들 

일곱 개 민족만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몰다비아인이 이들 7개 민족 

중에서 화자에 의해 인지적으로 가장 나중에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적어도 화자의 입장에서는) 상 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

다. 아래의 예문을 보라.   

(23) В горах Принс-Чарльз есть хребты Атоса, Протоса и Арамиса.   
 Бедный Арамис!  Всегда он <и>.....

프린스 찰스 산악지 에는 아토스, 프로토스 그리고 아라미스 산맥이   
있습니다. 불쌍한 아라미스! 항상 <그리고>의 신세이군⋯⋯

                  (В. Конецкий, Урысон 2011:300에서 재인용)

이미 발화하기 전에 고려하고 있는 (혹은 발화 중에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어떤 집합을 상정하며, 따라서 그 구성원사이의 어떠한 공통점을 전제

한다는 점에서 접속사 и에 의해 결속되는 요소들은 하나의 큰 단위를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단위는 и에 의해 결속되는 항목들 사이에 화자 나름의 고유

한 논리적 결합관계를 전제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결합관계를 청자가 이해

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발화는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발화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의 전반적인 등위접속 체계 내에서, 단순열거, и 접

속, 그리고 동반구문으로 표현되는 제로전략, and 전략, 그리고 with 전략이 어

떻게 상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 가지는 의미적, 화용적인 특성들을 통사적 특징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

았다.
두 개의 논항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동반구문과 и접속이 상보적인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 경우 и접속은 두 논항사이의 등가성//독자성이라는 특성을 지

니는 반면에 동반구문은 두 논항사이의 비등가성//의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다. 그리고 때로는 수행되는 행위나 상황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и접속이 사

용되기도 하고, 동반구문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세 개 이상의 논항이 접속되는 경우(그리고 일부 두 개의 논항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и접속과 단순열거가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여주었다. и접속은 논

항들이 하나의 닫힌집합을 구성하는 총류적 해석을 보여주는 반면에 단순열

거는 열린집합을 구성하여, 해당 발화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기

도 한다. 특히 и접속의 경우 и의 바로 다음에 오는 마지막 논항은 일반적

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가장 늦게 활성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입장

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 적으로 가장 낮은 논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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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ordination in Russian 
– Comparison among Comitative, Zero Coordination 

and I Coordination

Kim, Jung-Il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zero strategy, and 
strategy and with strategy which are realized syntactically through enumeration 
of items, i coordinaton and comitative construction. It tried to show their 
complementary distribution,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based on 
syntactic peculiarities.

In the case of coordination of two arguments, comitative constructions and 
i coordination show complementary distribution. In this case, i coordination 
has two properties – equivalence and independence, in the meanwhile 
comitative constructions have other two opposite properties – inequivalence, 
and dependence. Sometimes, according to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situations or actions, the selection between i coordination and comitative 
constructions.

In the case of coordination of two and/or arguments, i coordinations and 
enumeration show complementary distribution. i coordination has an exhaustive 
reading which compose closed set of arguments, in the meanwhile 
enumeration composes open set and imply that the speech has not been 
completed by speaker and more items can be added to the list. In i 
coordination, the last argument right before conjunction i is usually the least 
salient one in speaker's cognition in that it comes into his head, and activates  
for the la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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