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사 there 구문 연구* 

검 선 。
τ
 

O. 서 론 

이 연구는 첫째， 영어의 허사 there 구문(expletive there construction)을 

분석함에 있어서 Chomsky (1 995)나 Lasnik (1 995b)에 의해 제안된 자질 

이통분석 (Feature Movement Analysis) 이 Chomsky (1 986) 이나 Chomsky 

(1 991 )의 법주이통분석 (Category Movement Analysis) 이나 최근 Boskovié 

(1 995) 에 의해 제안된 정사하향이동분석 (Affix Hopping Analysis)보다 개 

념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험적인 변에 있어서 우월함을 보이고， 둘째， 이러 

한 세 가지 분석들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분석안을 제시함을 옥적으로 한다. 

허사 there 구문에 대해서는 생성문법의 오랜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분 

석들이 제안되어 왔는 바， 최근 최소이론의 등장으로 그 분석이 더욱 심층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라 

크게 범주이동분석과 형식자질(formal feature) 이동분석의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연구로는 Chomsky (1 986) , Chomsky (1 991) , Chom

sky (1 993) , 그라고 Lasnik (l995a) 등이 있고， 후자의 연구로는 Chomsky 

(1 995)와 Lasnik (1 995b)가 주목할 만 하다. 이 두 가지의 연구 방향은 모 

두 관련병사구(associate NP) 혹은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이 허사 there에 

게로 상승 혹은 상향이동(upward movement)함을 가정한다. 즉， 예를 들어 

Chomsky (1 986)은 관련명사구가 there에게로 상숭이동하여 이를 대치한다 

고 하고， Chomsky (1991)는 관련병사구가 상숭이동하여 thete에게 부가된 

다고 주장하며， Chomsky (1 995)는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formal fea 

ture)만이 상승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통들은 모두 각각 다른 이유 

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Chomsky (1 986 , 1991 , 1993)은 관련명사구의 

격점검을 위해， Lasnik (1 995a, 1995b)는 there의 형태론적 불충분성 (mor 

phological inadequacies) 의 보충을 위해， Chomsky (1995)는 일치소(Agr) 

*01 논문은 1996년 11 월 30 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 30회 어학연구회에서 

구두로 발표되였다. 그 후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들의 도움을 받아 초고의 내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두 분의 논평자에게 감사한다. 

語學冊究 (ISSN 0254-4474) 第 33 卷 第 1 號 (1997. 3) , 101-116 101 



102 검 선 웅 

의 점검되지 않은 자질의 점검을 위해 l 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BoSkovié (1 995)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연구 방향 모두 

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병사구가 아니라 오히려 there 자체가 접 

사 (affix)로서 관련명사구에게로 하향이동 (downward movement)할 것을 

주장한다. 이상의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사 there 구문의 분석 

범주 이통 자질 이동(부가) I 
대치 부가 

상향 이동 Chomsky (1986) Chomsky (199 1) Chomsky (1995) 

Lasnik (1995a) Chomsky (1993) Lasnik (1995b) 

하향 이동(부가) Boiíkovié (1995) ~등F 

이 논문에서는 위의 도표 중 공백 부분(@'> 표시 부분) 즉， there가 관련명 

사구에게로 이동하되 the7‘e 자체가 아니라 there의 형식자질이 하향이동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이 논문에셔는 다음의 질문들을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 a. 허사 there의 구성요소는 무엇안가? 즉， 이것은 어떠한 형식자질 

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b. 허사 there 구문에서 통사 (특히 be 통사)는 격부여자인가? 또한 

관련명사구는 무슨 격을 가지고 있는가? 

c. 관련명사구가 상숭이통하는가， there가 하향이동하는가? 

d. 범주의 이동인가， 자질의 이통인가? 

e. 이동의 작인(作因， driving force)은 무엣인가? 

이 논문의 1 절에서는 범주(상승)이동분석， 접사(하향)이통분석， 자질(상승) 

이동분석 등을 소개 및 비판하고， 2절에서는 자질(하향)이동을 이용한 새로 

운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비판 

1. 1. 범주(상승)이동분석 

여기에서는 Chomsky (1 991) 이전의 분석은 제외하고 최소이론 이후 제 

1 구체적으로 Chomsky (1 995)는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의 이동은 [시제소 (T) 

+통사 (be 혹은 비대격동사)]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의 점검을 위해서 얼어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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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분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론적 공과를 비판적으로 개관하고자 한 

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창 간단한 there 문장을 생각해 보자. 

(3) There is someone in the garden. 

Chomsky (1 993) 의 분석에 따르면 위 (3) 의 문장에서 관련명사구 someone 

은 루격점검을 워하여 논리형태에서 there에게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이통은 이동의 목적지 (target) 인 there에게는 형태론적으로 아 

무런 영향이나 이득이 없는 반면， 전적무로 someone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 

어지므로 다음의 이기성원리 (Principle of Greed)를 준수한다. 

(4) 이기성원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동은 갑의 형식자질의 만족을 위해서만 일어나 

야 한다. (Movement of a to β is only for the satisfaction of formal 

requirements of α'.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론내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Lasnik (l 995a) 의 지척에 따르면， (3) 의 문장에서 주절의 일치소 혹은 

시제소가 가지고 있는 주격자질 ([nomJ Case feature)은 there의 주격자질 

과의 점검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someone의 또 다른 주격을 점검할 

자질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즉 Chomsky (1993) 의 예상과는 달리 some

one은 주격을 점검받을 방벌이 없게 되고 (3)은 벼문요로 잘못 예측될 것 

이다 

1.2. 범주(접사)하향이동분석 

1.2. 1. 분석의 동기 

우선 다음의 문장들의 의미관계를 생각해 보자. 

(5) a. There is likely to be someone in the garden ( 비 중의 적 ). 

b. Someone is likely to be in the garden (중의 적 ). 

(5a) 의 문장에서 someone은 likely보다 향상 협의미영역을 가지는 의미만으 

로 해석이 되어 비중의적인 반면， (5b) 에서 someone은 likely보다 광의미영 

역을 가질 수도 있고 협의미영역을 가질 수 있어 중의적이다. 여거서， 의미 

를 결청하는 계면이 논리형태이고 there의 관련병사구가 논리형태에서 there 

2 Chomsky (1995) 의 경우는 there에 처음부터 격자질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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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로 (상승)이통한다면， (5a)과 (5b)는 논리형태에서 통일한 구조를 갖 

게될 것이고 따라서 두 문장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으로 잘못 예측될 것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oSkovié (1995)는 접사하향이통분석 

을 제안한다. 즉， 영어의 허사 there는 일종의 접사(affix)로서 자신의 형태 

론적 불충분성 (morphological inadequacies) 때문에， 초기 생성문법이론의 

접사이통규칙 (affix hopping) 에서처럼， 관련명사구에게로 이통하여 부가된 

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5a)에서 someone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there가 하향이통(downward movement)하여 someone에게 부가 

되는데 그렇다면 (5a) 의 의미해석 시의 구조는 (6)과 같을 것이고 따라서 

(5a)의 비중의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6) is likely to be there+someone in the garden 
| • 

BoSkovié (1 995)는 there의 하향이통은 전적무로 there의 펄요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자신의 접사하향이동분석은 이기성원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문법의 최후수단의 원리는 Lasnik (1 995a, 1995b) 

의 계발된 이기주의 (Enlightened Self-Interest)가 아니라 이기성원리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 *He conjectured [stolen documents , to be t , in the drawer]. 

그는 be가 격부여자이고5 stolen documents가 흔적의 자리에서 격을 부여받 

3 Boskovié (1995)는 이 경우 there의 이통은 문법이 흔적을 남길 컷을 요구하지 
않부므로 흔적을 남기지 않아셔 ECP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이기성원리와 계발된 이기주의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대조를 위하여 
(4)를 다시 기술하였음.) 

(i) a. 이기성원리 :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통은 갑의 형식자질의 만족을 위해서 
만 일어나야 한다. (Movement of αto βis only for the satisfaction of for 
mal requirements of α ) (=4) 

b. 계발된 이기주의: 강으로부터 을로의 아통은 갑이나 을의 형식자질의 만 
촉을 위 해 서 일 어 나야 한다. (Movement of α to β must be for the satis 
faction of formal requirements of a or β) 

계발된 이기주의는 이기성원리롤 한중 약화시킨 것으로서 이동은 이동하는 자나 

이동의 목적지 (target) 에게 형태론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Chomsky (1 995)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Lasnik (l995a, 1995b) 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계발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1.3. 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5 Boskovié (1995)는 be가 격부여자임을 다음의 예를 들어 중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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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면， stolen documents의 。l통은 전적으로 확대투사원리 (Extended Pro ‘ 

jection Principle, EPP)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은 stolen 

documents 자체에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하므로 이기성원리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하는 자나 이동의 목적지 중 어느 하냐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이통이라면 허락된다는 계발된 이기주의로는 이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BoSkoviε (1 995)는 영어의 허사 there 구문에서 there는 하향 

이통하여 관련명사구에 부가됨으로써 자신의 형태론적 불충분성을 보충받 

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동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의 접사이동분석은 이론내적으로 이기성원리가 계발된 이기주의보다 

설명력 있는 원리록서 최후수단(Last Resort)으로 문법에 존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1‘ 2.2. 접사(하향)이동분석의 문제점 

그러나 Boskovié (1 995) 의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째， 그의 지적과는 달리 there의 하향이동은 계발된 이기주의를 준수하고 

있다. 즉， 정의(각주 4 의 (i) )를 면밀히 관찰하면 계발된 이기주의는 

Boskovié (1 995)가 주장하는 이기성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캅이 

나 을" (즉， 이동하는 자 혹은 이동의 목적지)라는 이접적인(disjunctive) 

정의는 이동하는 자의 이득은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Boskovié 

(1 995)가 계발된 이기주의의 개념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 오류라고 생각된 

다. 둘째， 그가 자신의 분석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던 (5) 의 예문들이 자질이 

동분석에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 오히려 Jang (1 995) 에 잘 소개되어 있듯 

이 이 예분들은 오히려 자질이동분석을 뒷받침하는 예들로 사용될 수 있다. 

(i) a. *He alleged stolen documents to be in the drawer. 
b. *John wagered a stranger to have been in the haunted house. 

(ii) a. He alleged there to be stolen documents in the drawer. 
b. John wagered there to be a stranger to have been in the haunted house. 

그의 연구에 의하면， ψager류의 통사는 일반적으로 ( i) 에서 보듯이 예외적 격표시 
통사가 아니고 (ia)와 ( ib) 에서 각각 stolen documents와 a stranger가 격을 부여 
받지 못하므로 두 문장은 모두 비문이 된다. 그러나 (ii)에셔 보듯이 내포문을 모 

두 there 구문으로 바꾸어 놓으면 모두 정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there 구문의 be 
통사는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사 there 구문에서 be 통 
사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Belletti (1 988)과 Lasnik (1 995a, 1995b)를 참 
고할것. 

6 Boskoviê (1 995)는 확대투사원리의 만족만을 위한 이통은 있을 수 없다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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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There is likely to be someone in the garden. (비중의척) 

b. Someone is likely to be in the garden. (중의적) 

(5a)에서 관련명사구의 의미영역과 관련된 자질 (이것이 있다면)을 제외한 

형식자질만이 이통하게 된다면， 의미해석 시의 구조는 (8)과 같이 될 것이 

고 (5) 의 예문들은 더 이상 BoSkovié (1995)의 분석만으로 설명 가능한 것 

은 아니게 된다. 

(8) there FF( someone) + T + is likely to be someone in the garden 
l' l 

셋째， 일반적무로 범주의 이통은 자질의 이동보다 럴 경제척이므로 범주 

there의 이동은 관련명사구의 자질의 이통보다 럴 경제적이다. 만일 도출의 

과정에서 범주의 이통과 관련명사구의 자질의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면， 문 

법의 최척성 (optimality)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럴 경제적인 전자의 도출 

은 파탄( crash) 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넷째로， Bo앓ovié (1995)는 자신의 접 

사이통분석은 전통적 인 접사이동과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기대 

와는 달리 양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즉 전통적 인 접사이동의 결과는 핵 

+핵(예， Past+ V) 이지만， Boskovié (1 995)의 경우는 (최소)최대투사+최 

대투사(there+NP)로서 이러한 부가는 최소이론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1.3. 자질(상승)이동분석 

Chomsky (1993)에게 있어서 관련병사구가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주격을 

점검받을 수 없다면， someone의 이동을 유발하는 작인은 과연 무엇인가? 

1.1.에서 논의했듯이 Chomsky (1 993)의 이기성원리는 더 이상 필요한 작 

인이 될 수 없다. 즉， 이기성원리는 폐기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사실상 Lasnik (1 995a, 1995b)은 그의 최근의 연구에서 이기성원리는 문법 

에서 더 이상 최후수단(Last Resort) 이 될 수 없고 이는 자신의 계발된 이 

기주의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계발된 이기주의 (Enlightened Self-Interest) (= 주석 4의 (ib) )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통은 갑이나 을의 형식자질의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Movement of α to ß must be for the satisfaction of 

formal requirements of a or ß.) 

다음의 예를 보자. 

(1 0) *[A strange manJ , seems to t; that it is raining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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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Chomsky (1 993) 에 의해서 이기성원리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 

거로 제시되었으나 Lasnik (1995a, 1995b) 의 지척에서와 같이 이는 이기성 

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Chomsky (1993) 의 

논리에 따르면， 주어 a strange man은 to의 보충어 자리에 있을 때 이미 격 

점검을 받게 되므로 이것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통이 이루어 

진 (1 0)과 갇은 문창은 비문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간 strange m간η이 자신 

의 격을 to의 보충어 자리에서 점검을 받았다면 그 격자질은 점검 후 탈락 

및 삭제되어 버릴 것이고 그 후 a straη.ge man이 주절 주어의 위치로 확대 

투사원리의 만족을 위하여 이통하여 온다고 해도 주절 시제소 (T) 의 격자 

질은 결국 점검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10) 의 문장은 결국 비문으로 예 

측될 것이다. 즉 문장 (1 0)은 이기성원리 없이도 설명될 수 있고 따라서 이 

기성원리는 잉여적인 것이 된다.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다음의 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1) *It is believed [a man to seem to t that S]. 

Chomsky (1 994) 에 따르면 (1 1 )에서 a man은 to의 보충어 자리에서 이미 

격점검을 마쳤무므로 종속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종속절에서 

의 확대투사원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이타적인 

( altruisti c) 이통이고 따라서 (1 1 )의 도출은 이기성원리의 위반으로 비문임 

이 설명된다고 한다. 그러나 (11)의 비문법성을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기성원려는 볼필요하다. 즉， 도출의 단체에서 (1 1 )은 (12)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1 2) ... [y [α ] to seem to a man that S] 

여기서 종속절의 주어 자리 α가 채워질 수 있는 방볍은 두 가지이다. 첫째 

는 a maη의 이통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허사 !t의 삽입이다. 이 두 가지 방 

볍 중에서 전자는 외현적 이통보다 철자화 이후의 이통을 선호하는 문법의 

지연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1 3) 지 연 원 리 (Principle of Procrastina te) 

논리형태부에서의 이동이 외현적 이통보다 선호된다. (LF move • 

ment Îs preferred to overt movement.) 

따라서 문법의 경제성은 비문법적인 (1 1 ) 보다는 경제적인 (1 4)를 선택하 

게 될 것이다. 

(1 4) It is believed [t to seem to a man tha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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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기성원리는 불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업각하여 우리는 Lasnik (1995a, 1995b)의 계발된 이기주 

의를 운법의 최후수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또한 허사 there 구문에서 

관련명사구는 법주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 이후 형식자질이 이통 

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2. 자질하향이동분석 

2. 1. 기본 가정 

Chomsky (1 995)는 there는 “순수한 허사"(pure expletive)로서 격자질 

과 일치자질 모두를 결하고 있고 오직 범주자질 D 만을 갖고 있다고 가정 

하고， there의 출현은 전적으로 확대투사원리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일치소 혹은 시제소+풍사]의 격부여자질과 일치자질은 관련병 

사구의 형식자질 FF ( associa te )의 이동으로 점검된다고 주창한다 예를 들 

어 그는 (3)과 같은 예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5) There T+is 

D-feature D-feature 

Nom Case 

ψ-feature 

someone in the garden. (= 3 ) 

N-feature 

Nom Case 

ψ-feature 

허사 there는 확대투사원리의 만족， 즉， 시제소+is의 범주자질 (D-feature) 

의 만족을 위해 시제절의 지정어 자리로 병합 (merge)되지만 이것은 시제 

소+is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은 점검해 주지 못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병사 

구 someone의 형식자질 FF(someone) 이 시제소+is에게 이동/부가되어 격 

7 Chomsky (1995: 280)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똥이 이동하는 
자나 이통하는 위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올 받아들이고 이를 최후수 

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i) Last Resort (=his (5 1)) 

Move F raises F to target K only if F enters into a checking relation with a 
sublabel of K. 

(ii) Feature F' of FF[FJ is in a checking configuration with f; and F' is in a 
checking relation with f if, furthermore, F' and f match. (=his (109)) 

Chomsky (Lecture given at MIT, Fall 1996)에서는 이려한 개념을 유인자의 자살 
척 이기성 (Suicidal Greed)으로 규명하여 자질유인(Attract-F) 에 흡수하고 있다. 

8 반면에 허사 !t는 일반척인 명사와 마찬가지로 격자질과 일치 자질을 모두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한다. 



허사 there 구문 연구 109 

자질과 일치자질을 점검해 주고 다시 FF(someone)의 명사자질 (N-fea

ture) 이 there에게 부가되어 서로의 결격사항을 보충하여 점검과정을 완료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청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여l를 들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정문￡로 잘못 예측하게 될 것이다. (Lasnik (1995b: fn 11)) 

(15) *Thare s。rtiεonε }aaghed. 

만일 Chomsky (1 995) 의 주장대로 there가 시제소+laugh의 주격을 점검해 

주지 못한다면， 이 주격자질은 someone의 형식차질을 유인(attract)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제소+laugh의 격자질과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장은 

정문으로 잘못 예측될 것이다. 

Chomsky (1 995) 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문제 

를 야기한다. 

(17) a. *There seems to his , father [to be someone, in the gardenJ. 

b. Someonei seems to his , father to be in the garden. 

문자화이후 someone의 형식자질 FF(someone) 이 이동하여 주절의 시제소+ 

seem에 부가되어 his를 결속한다면， (17a) 의 약교차(Weak Crossover)효과 

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 7a)와 (1 7b) 의 대조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Boskovié (1 995:156))9 

따라서 우리는 여기셔 허사 there의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가정을 한다. 

(18) a. 허사 there는 격자질도 있고， 일치자칠도 있다 10 

9 Chomsky (1 995 :272)는 형식자질의 이동은 의미영역에는 영향을 주지않으나， 
결속 및 통제에는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는 비외현척 이동의 논항척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FF(Ll) includes the categorial feature of the nominal phrase and should have ar
gument (A-positìon) properties, includìng the ability to serve as a controller or 
binder. 

그러나 최근 Lasnik (1 996)은 비외현적 이동이 결속과 통제에 영향을 준다는 

Chomsky (1995) 의 주장을 딴박하고 있다. 
10 악명의 논평자께서는 there와 lt의 일치자질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 
자는 허사 there의 일치자질은 근본적으로 관련명사구의 일치자질과 연관되어 있 

다고 본다. 이것이 허사 lt의 일치자질과 다른 점이며 이로 인하여 다음의 대조를 

설명한다. 

(i) a.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b. There *ìs/are books o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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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허사 there 구문에서 be 동사는 격부여자로서 부분격 (partitive 

Case)을 부여한다. 

c. 최후원리로서의 이동의 작언은 이기성원리가 아니라 계발된 이기 

주의이다. 

(18a, b)와 관련하여 there의 격자질은 무엿일까? 관련명사구가 갖는 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Chomsky (1 995)의 견해로서 관 

련명사구가 허사 there가 가질 격을 대신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허사 there는 격자질을 가지지 않고 관련명사구에 의해서 보충되어 

야 하므로 (1 9)와 같은 구문들에서 관련명사구들은 각각 (20)의 구문들에 

서 DP들이 갖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1 9) a. There is a book on the shelf. 

b. There arrived yesterday a visitor from England. 

c. 1 expected there to be a book on the shelf. 

(20) a. DP is ... (DP = nominative) 

b. DP arrived ... (DP = nominative) 

c. 1 expected [DP to be .. , ] (DP = accusative)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만을 안정하는 

최소이론의 정신에 어긋난다. 즉 관련명사구가 허사 there가 가지게 될 격 

을 예측하여 갖게 된다는 것은 예상척용의 비국부적 복잡성(“look-ahead" 

global complexity)으로셔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설사 관 

련명사구가 그러한 격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무엇이 격부여자인지가 불분명 

하다. 즉， 도출의 과정상에서 어떤 격부여자가 (19a)의 a book과 (1 9b)의 a 

visitor에는 주격을 (l 9c)의 a book은 목적격을 갖도록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Lasnik (1 995a, 1995b)는 BelleUi (1988) 의 주장에 입각 

하여 관련 명사구는 부분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관련명사구는 be 통사나 

비대격통사에 의하여 부분격이 주어지고 이 부분격은 내재격이므로 이통의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허가되거나， 이통하여 핵-지정어 관계 속에서 점검된 

다고 주장한다 11 따라서 관련명사구의 이통을 유도하는 힘은 격 문제가 아 

(ii) a. It is stange that he is absent today. 
b. It *arejis strange that he is absent today and that she is absent today, too. 

11 Lasnik (1995b)는 부분격이 구조격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부분격이 
구조격이라면 이것은 일반 대격과 마찬가지로 문자화 이후 목적어일치소의 지정 

어 자리에서 점검될 것이다. 또한 그는 내재격도 구조격과 마찬가지로 핵-지정어 

관계 속에서 점검될 수도 었다고 하고 었다. Yeon-Seung Kim (1995)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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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허사 there의 형태론적 불충분성이라고 한다. 즉 there는 논리형태부의 

접사로서 부분격을 갖는 명사구와 합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는 그의 부분격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2.2. 분석 

그러냐 Lasnik (1 995b)픽 훈석흔 맺 가지 푼제점을 대￡한다. 첫째로， 부 

분격과 관련한 주장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3)의 문장을 다시 

보자. 

(21) There T+is someone in the garden. (=3) 

관련명사구 someonë은 부분격을 갖고 이것이 격점검을 위하여 복합동사구 

시제소+is에게로 이동하여 부가된다연， 관련명사구의 부분격과 복합통사구 

의 주격자질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feature mismatch) 이렇게 되면 Chom

sky (1 995)의 가정에 따라 이 도출은 취소되게 (canceled) 된다. 결국 이 

문장은 도출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휠 것이다. 둘째， 그의 가정대로 허사 

there가 얼치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치자질은 관련명사구와의 점검 관 

계에서 점검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제소+is의 일치자질이 

점검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다 12 동사의 일치자질은 비해석적 (unin 

terpretable) 이므로 이것이 그대로 논리형태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도출 

은 파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격자질이 점검되지 않은 NP만 논항이동올 

할 수 있다는 Lasnik (1 995a)의 가정이 옳다면 (21)의 문장에서 부분격올 

점 검받은 someone이 이통을 할 이유가 없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3)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즉 

허사 there는 범주자질， 주격자질， 일치자질 그리고 접사자질 (Affixal fea

ture)을 갖는다고 본다 13 이 접사자질은 Chomsky (1 995) 에 따르면 비해석 

적이므로 문자화 이전에 점검되어 없어져야할 요소이다. 이 접사자질이 하 

향이동하여 관련명사구의 부분격자질과의 점검 관계 속에서 점검되어 삭제 

된다고 본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12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듯이 시제소 +!S의 일치자질은 일치자질을 갖고 있는 
there에 의해 점검될 수도 있다. 그러냐 이 상황은 there의 일치자질이 해석적 (in

terpretable) 얼 때 가능하다. 
13 허샤 there가 정샤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there가 접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으 
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oSkovié (1995) 의 논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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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re T+is someoπe η the garden. 

D-feature D-feature N-feature 

Nom Case Nom Case Partitive Case[Amxo'l 

ψ-feature ψ-feature ~-feature 

Affixal 

허사 there의 범주자질(D-feature)은 시제소+is의 범주자질과 점검되고， 주 

격자질은 시제소+rs의 주격자질과 점검된다. 접사자질은 관련명사구에게로 

하향이통하여 관련병사구의 부분격자질과 점겸되고 14 관련명사구의 명사자 

질은 접사자질과 함께 하향이통한 there의 범주자질과의 점검을 통해 상호 

보충되어 점검/삭제된다 15 여기서 문제는 시제소+is의 일치자질이 어떤 점 

검 과정을 겪느냐인데， 이를 위하여 펼자는 허사 the7’e가 Chomsky (995) 

의 가정과는 달리 일치자질을 갖는다고 본다. 허사 there가 일치자질을 갖 

지 않는다면 (22) 에서 시제소+떠의 일치자질은 점검될 수 없고 동사의 일 

치자질은 비해석적이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도출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잘못 예측된다 16 

2.3. 분석의 장점 

우리의 분석은 (5) 의 예문들 외에도 자질상향이동의 증거로 제시되어 온 

다음의 예문들을 잘 설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ang (995)). 

(23) a. A man is in the room. (중의적 ) 

b. There is a man ìn the room. (비중의적) 

알려진 대로 (23a) 의 예문은 a man이 특정적 (specific)으로도 비특정척으 

로도 해석되므로 중의적인 반면， (23b)는 a man이 비특정적으로만 해석이 

14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듯이 접사자질이 하향이동하여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관련명사구에게 임 수도 있고 혹은 관련 
병사구의 부분격을 점검하는 핵(그것이 무엇안지는 분명치 않지만)일 수도 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관련명사구에게로 하향이통하여 부가된다고 본다. 
15 범주자질은 해석적 (interpretable) 이므로 점검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또 다른 
점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Chomsky (1995)). 
16 허사 there에 일치자질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asnik (1 995a) 의 제안대로 관련병사구의 형식자질이 목적어일치소에 부가 

되어 점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시제소+않의 형식자질이 문자화이 

후 관련명사구에게로 하향이동/부가된 후 점검/삭제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업중·되지 못한 대안플로서 더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해 결안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펼자는 허사 there는 허사 !t과 마찬가지로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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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우리의 분석대로 there의 형식자질만이 하향이통한다면 의미해석 

을 받는 계변에서의 (23b)는 (23a) 의 구조를 갖지 않을 것이므로 (23a)와 

는 달리 비중의척 일 것으로 잘 예측된다. 부청표현과 관련한 다음의 예문들 

도 똑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24) a. Many students are not in the c!ass. ( 중 의 적 ) 

b. There are not many students m the class. ( 비 줌의 적 ) 

(24b)는 many studeηts가 not보다 협의미영역을 갖는 의미만 가능한데 반 

하여 (24a)는 many students가 ηot보다 협의미영역을 가질 수도 있고 광의 

미영역을 가질 수도 있어 중의적이다. 이 예문들도 there의 형식자질의 하 

향이동을 가정하는 분석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 

지의 논리를 부정극어와 관련해서도 전개할 수 있다. 

(25) a. * Anyone is not in the room. 

b. There is not anyone in the room. 

(25a)는 연쇄조건(Chain Condition) 이나 결속이론 (C)를 위반한 것ξ로 

(Jang (1 995)) 비문인데 Qπyone이 이동하지 않고 there의 형식자질만이 이 

통한다면 (25b)는 (25a)와 상이한 구조를 갖게 되고 따라서 (25b) 의 문법 

성은 설병될 수 있다. 

끝으로 우리의 분석은 Chomsky (1 995) 에게 문제가 되는 다음의 예문들 

을 문체없야 설영할 수 있다. 

(26) a. The DA proved [two men to have been at the sceneJ during 

each other’s triaL 

b. *The DA proved [there to have been two men at the sceneJ dur 

ing each other’s trial. 

Chomksy (1995) 의 분석에 따르면 (26b) 에서 two men의 형식자질들이 점 

검을 위하여 there에게로 상향이동하게 되고， 이것이 (26a) 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절의 목적어일치소 자리로 또 이동하게 된다면 (26b)는 (26a) 

와 마찬가지로 정문으로 잘못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Lasnik (1 995b)는 예외적 격표시구문의 경우 종속절의 주어는 외현적으로 

이통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분석에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가정 

없이 잘 ‘설명된다. 즉 (26b) 에서 two men은 움직이지 않고 there의 자질들 

만 하향이통한다면 each other는 자신을 결속할 결속자를 찾지 못해 비문임 

이 정확히 예측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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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2) 에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탑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7) a. 허사 there는 범주자질 외에도 격자질， 일치자질， 그리고 (부분격 

명사에게로의) 접사자질을 갖는다. 

b. 관련명사구는 통사 (특히 be 동사)로부터 부분격을 부여받는다. 

c. 허사 there의 형식자질들은 자신의 접사자질의 점검을 위하여 관 

련명사구에게로 하향이통한다. 

d. 문법의 최후수단은 계발된 이기주의로서 이것은 허사 there의 형 

식자질의 이통에 대한 작인이 된다. 

우리는 논의를 통하여 there는 Chomsky (1 995) 의 주장과는 달리 순수한 

허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어의 또 다른 허사 Lt의 실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큰데 또 다른 연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논의는 또한 Chomsky (1 995)의 주창과는 달리 there가 확대투사원리의 만 

족을 위해서 병합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유도한다. 이는 확대투사원리의 

만족만을 위한 이동은 없다는 Boskovié (1 995) 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확대투사원리의 만족만을 위한 병합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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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eature Movement Analysis of English 
There-Construction 

Sun-Woong Kim 

This study has a couple of aims as follows. First, it aims to show that in 

analyzing English there-construction, the Feature Movement Analysis pro 

posed on the basis of the Minimalist Program of Chomsky (1 995) and 

Lasnik (1 995b) is superior either to the Category Movement Analysis of 

Chomsky (1986, 1991) or to the Downward Movement Analysis of 

Boskovié (1995) both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Second, a new feature 

movement-based analysis will be proposed that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analyses proposed by Chomsky (1 995) and Lasnik (1 995b). 

. There have been tons of analyses proposed on English there-construction 

in the generatíve grammar traditíon. Especially with the launch of the Mini 

malist Program, its analysis entertains a more deepened scrutiny. By and 

large, proposed analyses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trend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one is the Category 

Movement Analysis (Chomsky (1 986, 1991 , 1993) , Lasnik (1 995a)) and 

the other is the Feature Movement Analysis (Chomsky (1995) , Las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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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b)). Both analyses basically assume upward movement (raising) of 

associate NP or its formal features to there. In particular, Chomsky (1 986) 

proposes that the associate NP substitute there via raising, and Chomsky 

(1 991) proposes that the associate NP adjoin to there. Recently, Chomsky 

(1 995) proposes that the formal features of associate NP raise. These 

movements are done due to different reasons: for Chomsky (1 986, 1991, 
1993) , the movement is just for Case-checking. For Lasnik (1 995a, 1995b) , 

it is for the satisfaction of there’s morphological inadequacies. For Chomsky 

(1995) , the movement is triggered by the unchecked feature of Agr. 

Boskovié (1995) , however, in his dissertation, points out problems of up

ward movement-based analyses and proposes that ther‘e as an affi:ìc move 

downward to associate NP.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formal fea

tures of there moves to the associate NP not upward but downward. In par 

ticular, this paper intends to draw conclusions as in (1) : 

(1) a. Expletive there has a Case feature as well as agreement features. 

b. The verb be assigns partitive Case to the associate NP in expletive 

there construction. 

c. The trigger of the movement as Last Resort is not the principle of 

Greed but the Enlightened Self-interest of Lasnik (1 995a, 19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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