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e 쿠문의 통사와 의 미 

박 승 윤 

영어에서는 다음의 (1"'5)에서 보듯이 there에 의하여 이끌리는 일련의 문 

장이 었다. 

(1) There is a cat. 

(2) There is a cat in the bathtub. 

(3) There has been a man shot by the police. 

(4) There a :t:e two cats fÏghting under the bed. 

(5) There are several people sick after the party. 

여 기 서 우리 는 이 들 문장을 ‘there 구문’ 이 라고 부르고， 이 there 구문의 통 

사(syntax)와 의미 (semantics) 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지 금까지 there 구문에 관하여 는 여 러 가지 분석 아 있어 왔다. 하냐는 변형 

문법의 초기부터 제안되어 Milsark (1974) 에 의해 확렵된 there-Insertion (TI) 

이 란 변형 규칙 에 의 한 분석 이 었으며 , 다른 하냐는 Jenkins(I975) 가 최 초 

로 제안하였고 최근 Williams (l984) 가 거듭 주장한 phrase-structure (PS)분석 

도 있다. 이 밖에도 Kuno(1971)의 locative-extraposition분석 및 Jenkins 

(1973)의 cleft-reduction분석， 그리고 최근 Stowell (1978)의 타동사 분석 퉁 

이 았다. 이 중 Kuno (1971)와 Jenkins (1973)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 

은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으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며， 여기서는 TI와 PS 

분석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1절에서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치고 있는 TI분 

석보다는 PS분석이 통사적으로 더 바람직한 there 구문의 이론임을 논의하 

려고 한다. Stowell (1978)의 분석은 논의 도중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2절에서는 there 구문의 한정성 (defÏniteness) 문제률 중심으로 there 구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는 Milsark가 주장하는 것처렴 객관적인 의미의 

‘존재 (existence) ’ 가 아니 라 담화(discourse) 와 관계 된 상대 적 의 미 의 ‘존재 ’ 

라고 주장한 후에 there 구문의 문법 성 은 담화상의 화용론적 ( discourse

pragmatic) 요언에 의해 결정됨을 보이려고 한다. 3철에서는 간단한 요약을 

불안다. 

1. there 구문의 통사에 관한 TI 분석은 (1 "'.5) 와 같은 문장들이 there가 없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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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5') 과 같은 문장에서 소위 TI라는 변형규칙에 의해 유도된 문장이 

라는 것이다. 

(1') * A cat is. 

(2') A cat is in the bathtub. 

(3') A man has .been shot by the police. 

(4') Two cats are fighting under the bed. 

(5') Several people are sick after the party. 

TI는 주어를 be동사의 오른쪽으로 후치시키고(NP-postposing) ， 반 주어 자리 

에는 허사인 there를 삽업하는 두 개의 동사조작(syntactic operation)으로 이 

루어진다. 

이 에 반하여， PS분석 은 (1 "-'5)와 같은 there 구문이 다른 문장으로부터 유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렴된 구조(there-be-NP-X)를 가진 것이며， 이 

것은 기저구조에서 PS규칙에 의하여 생성되고， (1"-'5)와 (1' "-'5')은 각기 별 

개의 문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NP는 [NP NP SJ 라는 일종의 복합명사구 

(complex NP)로서， 예를 들어 (4)는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를 가진다고 상 

정하며， 

(6) There are [NP two cats [5 which are fighting under the bedJ] 

(6)에서 wh+be가 생략되어 (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아니면 

Williams(1984) 처렴 wh+be의 생략을 안정하지 아니하고 (4)는 그 자체가 

다음의 (7)에서처럼 기본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 

(7) There are[NP two cats [5 fighting under the bedJJ 

이하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분석 중 어느 것이 there 구문의 통사적 속성을 

설명하는 데 더 나은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TI분석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잘 이용되는 것은 소위 선택제약 (selec

tional restrictions)에 있어서의 경제성 논거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8) a. Two (cats ) are fighting under the bed. (= (4')) 

b. l *dreams J 

(9) a. There are two (cats ) fighting under the bed. (= (4)) 
b. 융dreamsJ 

(8"-'9)에서 (a) 문은 좋A나 (b)문이 성렵치 않는 것은 선택제약 때문인데， 

이 때 (8) 과 (9) 는 선태제 약에 있어서 통일하다. 만약 (9)를 (8)에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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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낸다면 선택제약은 (8)에서 한 번만 주면 족하다. 그러나 PS분석에서처럼 

(8)과 (9) 를 따로따로 생성해 낸다면， 이 경우는 선택제약을 반복하여야 하 

므로 경제성 원칙에 의해 TI분석야 PS분석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근거가 없다. PS분석에서 (9)는 (10)과 같은 기본구조 

를 가치며 

(10) ~. There are two r J cats 1.. [5 which are fìghting under the bed] 1 
b. 융dreamsf 

LNP J 

이 경우 (9)에서의 선택제약은 (10)의 내포문에서 성렵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선택제 약 문제는 두 분석에 대하여 최소한 중렵적이다. 

there구문의 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there-be-NP-X라는 구조 
에 서 Milsark (1974) 가 coda라고 부른 NP-X의 구조를 어 떻게 ι 설 명 하느냐 하 

는 것이다. 이것은 (1 "'5)에서 보듯이 NP 뒤에 전치사구(PP) , 과거분사， 현 

재분사， 형용사 등 다양한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셔， 다음의 

(11)과 같은 coda의 구조가 어떻게 하여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하다. 

TI분석에서는， (2"'5)의 문장을 (2' "'5’)에서 유도하므로， (2"'5)에서 보여 

지는 (11)과 같은 구조가 (2' "'5')에서 나타나는 전치사구， 과거분사， 현재 
분사 그리고 형용사에 기언한다고 큰 문제정 없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PS분석에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 PS분석의 경우， 

(10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구조는 바로 영어가 (11')와 같은 NP구조를 일반 

척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1') [NPNP十 fPP _ 1 ] 
I V-ed 
J V-ing 
l Adjective J 

예를 들어， (2"'5) 가 가능한 것은 다음의 (2" "'5")에서처렴， 

(2") A cat in the bathtub belongs to John. 

(3") A man shot by the police was carried away. 

(4") Two cats fighti.η:g under the bed are annoying. 



4 語學빠究 第22卷 第 1 號

(5") Seνeral people sick after the party are almost fatal. 

이탤릭체로 된 구조가 영어의 일반적인 NP구조로서 허용되기 째문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 따라서 coda의 통사무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TI 분석과 

PS분석은 동일한 관찰적 타당성 (observational adequacy)을 가진다. 

이처럽 TI분석과 PS 분석은 there 구문의 기본적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 

어서 거의 비둥하다. 그러나 기타 다른 통사적 현상을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PS분석 이 TI분석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TI의 문제점의 하냐는 (1)과 같은 문장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하는 점 

이다. TI에서 (1)은 (1')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1')이 비문이 

라는 점이다. 또한 명사구 후치 (NP-postposing)규칙이 수의적인 (2' "'5')에 

반하여 (1')의 경우에는 아것이 필수척 (obIigatory) 이어야하는데， 왜 그래야 

만 되는지 근거가 없다. 물흔 이 문제는 PS분석의 경우 자연스려운 해결이 

가능하다. 왜 냐하면 PS분석 에 서 (1)은 그 자체 가 기 본구조이 고 (1')와는 무 

관하기 째문이다. 

Milsark (I974)는 이 문제 를 구조보존가설 (structurc-preserving hypothesis) 

에 의거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be동사는 NP-be-NP(예， John 

is a teacher.)의 구조를 지냐며， 따라서 (1')와 같은 기본구조는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해 주어의 후치-일종의 NP-movement-가 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3' "'4')처렴 계사(copula) 로서의 be가 아니라 수동태의 be 

나 진행형의 be안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후자의 두 be는 계사의 

be와는 달리 NP-be-NP의 구조를 가지 지 않기 때 문이 다. 또한 3절에 서 볼 것 

처 렴 , there 구문에 나다나는 동사는 be동사 뿐 아니 라， ensue, appear, arise, 

arrive와 같은 동사도 있으며， 이들은 순수 자동사로서 NP-V-NP와 같은 구 

조를 허락치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도 다음에서처럼， 

(12) a. A riot ensued. 

b. There ensued a riot. 

TI를 야기 시 키 는데 , 이 경 우 TI는 구초보존의 기 능을 가지 지 않으므로，(1) 

을 (1')로부터 구조보존가설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의심 

스렵다 2 

1 그러연 번 주어 자리는 반드시 there에 의하여 에꾸어져야 한다. 
2 그러나 이 구조보존가설에 의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경우도있다. 이것은 there 

구문이 다른 문장에 내 포되 는 청 우로서 be동사가 있는 there 구문은 내 포가 가능하지 
만 be 이외의 다른 동사가 있는 there 구문은 일반적￡로 내포가어렵다. 다음을보자. 

(i) a. There was a man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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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는 (2'"'-'4) 에서 보듯이 be동사의 통사적 속성에 관계없이， 즉 그것이 

자동사의 be이든 진행의 be이든 수동태의 be이든 간에， be에 의해 야기되는 

통사적 조작이다. 실제로 이런 점에 근거를 두고 Milsark는 TI가 형식척 요 

소 be에 의해 기계적으로 야기되는 형식적 통사조작(formal operation) 엄을 

강조하였고 “blind application of transformation" (Chomsky 1973)의 -전형 적 

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Milsark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 어 떤 종류의 be는 TI규칙 에 예 

외가 된다. 예를 들어， 

(13) a. Many people are fools. 

b. *There are many people fools. 

(13a)의 계사 be는 TI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13b)를 방지하려면 예외조 

항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TI분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PS 

분석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be동사뒤에 두개 

의 명사가 나타나는 것은 (14)에서 보듯이 

(14) 융Many people fools are gathered. 

영어의 명사구 구조에서 허락되지 않S며， 따라서 C13b)는 성랩치 못한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문제로서 다음에서 보듯이 

(15) a. Several people ( are to ) be leaving soon. 

l are going to J 

b. They expected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ii) a. There arose an uproar in the room. 

b. *They expected there to arise an uproar in the room. 
아마도 (iib)가 안 좋은 것은 arise 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없기 혜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ib)가 좋은 것은 be통사가 뒤에 명사를 허락하기 째문인 것으로r 
보인다. 물론 (iia)에서 처럼 there 구운이 주철에서 일어날 경우는주철에서는구조보 
존의 갱 도가 약화되 거 나， be동사이 외 의 다른 동사에 적 용되 는 TI는 비 구조보존적 (non
structure preserving)이 라고 설명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결국 be통사를 타동사로 보자는 제안과 다릅이 없는데 
(Stowell(1978) 참조)， 이것은 there 구운이 자동사만을 허용한다는 일반원칙에 예외률 
만들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있마. 

3 Milsark(1970: 10)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It is possible" .to form ... existential 
sentences corresponding to sentences containing 쁘 quite without regard to which of 
tlie several distinct syntactic types of be ... is involved." 

4 이 문제에 관하여 Mi1sark는 의 "1 론적인 해컬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 
이 옳지 않음은 Stowell(197S: 461-462)이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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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re are several people ( to ) be leaving soon. 
l goíng to ) 

be to나 be going to 같은 표현의 be는 TI를 야기 시 키 는 be로서 역 시 작용하 

지 않으며 따라서 (15a) 에 TI를 적용하여 얻어진 (15b)는 비문이 된다. 이 

것 역시 TI분석에서는 예외조항흐로 처리하지 않￡현 안된다 그러나 이들 

도 PS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가 영어의 일반적 명사구 구조로서 가능하 

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6)은 영어에 

서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 다. 

(16) *[NP SeveraI people ( to 1 be leaving soonJ are already here. 
L goíng to) 

따라서 (15b)의 비문법성도 별다른 저l 약을 펼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설 

명훨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문제는 모두 TI분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거나 

엄의적인 예외처리가 요구되지만 PS분석에서는 영어의 명사구 구조에 관한 

일반 원칙에 의해 자동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점에서 볼 때 TI분 

석보다는 PS분석이 더 냐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1')로부터 (1)을 도출할 때， (1') 가 비문이므로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유사한 문제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도 발견 

된다. 

(I7) There sat a man shot by the police. (Breivik 1983: 362) 

(18) There is John to consider. 

(19) There is there being a pig loose to consider. (Bresnan 1982: 78) 

TI분석에서 (17'-"'18)은 각기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17') * A man sat shot by the police. 

(18') a. *John is to consider. 

b. 용John to consider is. 

5 Milsark는 이 현 상올 설 명 하기 위 해 ‘be going to' 나 ‘be to' 같은 semi-modal은 
관용적 단위 (idiomatic unit)로셔 ‘be gonna'와 같은 축약을 허 용하며 통사적 으로 분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Stowell(197S: 463)이 지적하였듯이， 이들이 
통사변형을 받아 분리될 수 있다는 충거가 있어 이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을 참 
조하라. 

( i) Is John going to leave soon? 
( ii) Is J ohn to leav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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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두 벼운이묘로 소위 출처 (source)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들 역시 PS분석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명 

사+과거분사’ 나 ‘명사+to부정사’ (예 ， a housc to liνc in 따위)는 영어에서 

일반적!!..로 허용되는 명사구 구조이기 째문이다. 따라서 (17"-'19)는 그 자 

체 가 기 본구조가 되 지 않!!..면 안 될 것!!..로 보언다. 

이번에는 CNPC(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현상을 고려하여 보자. 

만약 there 구문이 PS분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NP NP S]의 구조를 가진다면 

there 구문은 CNPC에 종속할 것이나， 만약 이것이 TI에서 주장하는것처렴 

동사구(VP)의 얼부라면 이는 CNPC에 종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 

가 있기 는 하지 만 일반적a로 there 구문은 CNPC에 종속한다. 다음과 같 

은 주제 화(topicalization) 와 wh-이 동(wh-movement) 규칙 이 척 용된 경 우를 

보자. 

(20) a. There is a man talking to John. 

b. 츄J ohn, there is a man talking to. 

c. *Whom is there a man talking to? 

(cf. *To John, there is a man talking.) 

(21) a. There is a man shot by the p이ice. 

b. 훌The police, there is a man shot by. 

c. *Whom is there a man shot by? 
(22) a. On the desk there are two glasses full of milk. 

b. *Milk, on the desk there are two glasses full of. 

c. *What on the desk are there two glasses full of? 

(23) a. There are two cats fighting under the bed. 
b. *The bed, there are two cats fighting under. 

c. *What are there two cats fighting under. 7 

(20"-'23) 에 서 보듯이 there 구문에 주제 화냐 wh-이 동 규칙 을 척 용시 키 면 

(b，，-，c)에서처럼 비문이 된다. PS분적에서는 이들이 (20’)에서처럼 명사구 

(NP)의 구조내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절명될 수 있다. 

6 there 구문이 관계 화(relativization)의 규칙 을 받을 청 우 CNPC를 위 반할 수 있 
는 것 같다. 다음은 Milsark의 예 이 다(Milsark 1974: 71). 

( i ) a. There are many people interested in this problem. 
b. A problElm ￦hich there are many people interested in. 

왜 there 구운이 주제화나 wh-이동의 경우는 CNPC에 종속하면셔 관계화에서는 이 
흘 위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7 (20"'23)의 운법 성 은 J ohn Holstein 교수와 Robert McPherson 교수에 의 한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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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ere is [NP a man [5 talking to JohnJJ 
승*二y--

그러나 (20")과 같은 구조를 상정하여야 된다고 볼 수 있는 TI 분석에서는 

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띠0") T놨 [AUX is a manJ [Vp talkin딸뺨J8 

따라서 CNPC라는 통사적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있어 서 도 PS분석 이 TI분석 보 

다 더 바람직한 것￡로 보인다. 

TI와 PS분석 에 서 나타나는 근본적 인 차이 중의 하냐는 there 구문의 be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4"-'26) 과 같은 문장에서 

(24) There is a man in the room. 

(25) There is a man walking down the street. 

(26) There is a man hit by the police. 

PS분석은 이탤릭체로 된 be가 모두 동일한 자동사(흑은 계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TI의 경우 (24)의 be는 자동사이 나 (25)의 be는 진행의 be이 며 (26)의 

be는 수동의 be라는 주장을 한다. 즉 TI는 (25""'26)의 세 be가 모두 상이 할 

뿐 아니 라， (25"-'26)의 be는 뒤 에 오는 -ing 및 -ed와 비 연 속 성 분(discon. 

tinuous constituent) 이 라고 주장을 한다. 

그려나 이러한 TI의 주장은 의미론적a로도 통사적￡로도 운제가 있는 것 

같다. Milsark는 (24""26) 아 모두 ‘존재 (existence) ’ 의 의 미 를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존재의 의미는 ‘there+be’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이 be동사가 가지는 존재의 의미는 자동사의 be에만 있지 진 

행이냐 수동의 be에는 없다. 예를 들어， (27""29) 에서 

(27) John is in the room. 

8 (20")는 TI분석 의 또 다른 문제 첨 을 보여 준다. TI에 서 는 (20η과 같은 경 우 
영사가 AUX의 일부로 분석되어야하는데， 이는 직관상A로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다음 
과 같은 문장에서는 명사가 VP의 일부로 분석되어 일관성이 없다(Akmajian & Heny 
1976: 175 창조). 

( i) There [vP is a stone on the table]. 
그러나 (20")와 (i)은 PS분석에서 일관되게 VP의 요소로 분석훨 수 있다. 

(20) There [vP is [NP a man talking to JohnJJ (=(20")) 
(c) There [vp is [NP a stoneJ on the tableJ (=(i)) 
9 Bolinger(1977: 92)는 there 구문의 존재의 의미는 주로 be에셔 얻어진다고 주장 

한다. 



(28) John is walking. 

(29) John was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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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η은 존재의 의미가 있￡나 (28"'29)는 이것이 없다. 그렇다면， (25"'26) 

의 be를 진행이나 수동의 의미로 파악하는 TI에서는 도대체 어디에셔 ‘존채’ 

의 의미가 생겨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PS분석에서는 (24'" 

26)의 be가 모두 차동사로서의 be이므로 이들이 모두 존채의 의미를 가진다 

는 자연척인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미론적인 변에서 PS분석이 TI분석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25"'26)과 같은 문장에 서 , PS분적 은 명 사 뒤 에 오는 coda가 하나의 철 

(clause) 이 라고 간주하므로 이 들 문장의 주요정 분 경 계 (major constituent 

break)나 휴지 (pause)가 이 명사 뒤에 올 것이라고 예측올 한다. 이에 반하 

여 TI분석에서는 be와 명사 뒤에 요는 동사가 비연속 성분이으로이들 문장 

을 둘로 끊어 읽는다면 이것(즉 주요성분경계)이 명사 뒤에 오지 않고 그 

뒤에 오는 통사 뒤에 와서 be통사와 주동사를 분리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억 양휴지 (intonation br<않k)와 삽입표현 (parenthetical expression)의 

삽입이라는 현상을 살펴보면， 역시 PS분석이 TI분석보다 이런 현장을 설명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것a로 보안다. 다음을 보자. 

(3야 a. Th하e is a manjf r 쩌ki앤 down끊꿇 1 
l hit by the p이ice 

b ’‘There is a man 싫짧/J 삶끊 stt<엎t 1 . 
l hit l by the police 

위의 (30)은 억 양휴지와 문장강세 (sentential stress)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30a)는 PS분석 이 예 측하는 것 이 고 (30b)는 TI분석 이 예 측하는 것￡토 생 

각펼 수 있다. 따라서 PS분석 이 TI분석 보다 더 사실에 가캡게 접 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31) a. There is a man ... f do you th샤없 ) ... following 
II believe 

me all the time. 

b. ??? There is a man fo 

me all the time. 

‘서‘ ng ... f do you think? ) 
II belieν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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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은 do yoμ think?나 1 believe 같은 소위 삽입표현의 삽입 현상을 보여주 

는 것인데， 이들 삽입표현은 일반적A로문장의 주요성분경계가 되는위치에 

삽입이 허용된다. 위에서 (31a)가 좋고 (31b)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 

시 there 구문에서 주요성분경계가 명사 뒤에 옴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도 TI분석보다는 PS분석 이 더 올바른 것￡로 보인다. 

물론 PS분석도 몇 가지 운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 이상에서 논의한 

여 러 가지 사실 에 의 해 우리 는 PS분석 이 TI분석 보다는 there 구문의 통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더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같다. 

2. 이번에는 there 구문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표준이론 (standard 

theory) 같윤 전통적 이론에서는 there가 의미가 없는 허사로서 명사구후치 

규칙에 의해 생긴 빈 주어 자리를 메꾸는 동사적 기능 밖에 가지지 않은 것 

a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there가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운장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해진다. 

(32) a. A castle is built out of bricks. 

b. There is a castle built out of bricks. 

(32a)는 성 (cast1e) 이 벽 돌로 지 어 진 다는 성 에 관한 일 반적 (generic) 문장이 

다. 이에 반하여 (32b)는어느특정 (specifìc)의 성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것 

이 벽돌로 지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32a)는 어떤 성이 구체적a로 존재하 

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32b)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러한 (32a)와 (32b) 

사이의 차이는 후자가 전자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there 구문에 의해 얻어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there를 통사적 기 

능만을 가진 허사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 there 구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표준이론 (EST)의 체계내에서 

Milsark(1974)는 이 를 ‘존재 (existence) ’ 의 의미 로 파악하려 고 하였다. 

10 PS분석이 당연한 주요 문제첨의 하나는 Milsark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문장야 
다(1974: 77). 

( i) *There was a man knowing the answer. 
( 피 ) *There is a man' owning a big house. 

know냐 own 같은 동사는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못하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로는 쓰알 수 있다. 

(iii) [NP A man knowing the answer] won the prize. 
(iv) [NP A man owning a big houseJ should pay the tax. 

따라서 (i"-'ii)에서 ‘명사+분사’가 복합명사라면 이들 운장이 성렵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첨은 TI 분썩에서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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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sark에 의 하면 (32b) 는 (32a) 로부터 통사척 ξ로는 TI에 의 하여 도출된 

후 그가 E-rule이라고 부른 다음과 같은 의미해석큐칙에 의해 ‘존재’의 의미 

를 갖케 된다고 하였다. 

(33) E rule (Milsark 1974: 206) 

‘There AUX (have en) be Q NP X’ is interpreted: the class C 

donoted by NP has at least one member C such that P(C) is true, 
where P is a predicate and P is the reading of X and the set of 

such members is of cardinality Q. 

이 E-rule을 (32b)에 적용시키면 (32b)는 ‘정이라는 접합이 존채하고 이 정 

합은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 구성요소는 벽폴로 지어졌다’라 

는 의미를 갖게 된다. 

Milsark는 이 처 럼 there 구문이 존재 를 주장(assert) 하는， 즉 existential 

assertion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이로써 왜 there 구문에 나타냐는 명사 

가 일반적으로 버한청적 (indefinite) 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34) a. There is (a woman 1 across the street. 

b. 용John/*him ’ 
(35) a. There are (cats 1 on the sofa. 

b. l *themj*you J 

떠4"'35) 에 서 보는 것처 럼 , 일 반적 으로 there 구문에 는 비 한정 명 사 (indefinite 

NP)가 나타난다. Milsark에 의하면， (a) 에서와 같은 비한정 명사는 청자 

(hearer) 가 발화시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개체이므로 화자(speak

er) 가 그것이 존재 함을 주장(assert)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b)에서 와 같이 

한정적 (definite) 인 명사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개체이며 따라서 그의 존재 

는 이미 전제화(presupposed) 된 것이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주장(assert)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b)문에서처렴 there 구문에 한청척 명사 

(definite NP) 가 나타나는 것 이 가능하지 않다고 절명 한다. 

그러 나 Milsark 자신도 지 적 하였듯이 , there 구문에 도 한청 적 명 사가 나타 

과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36) How could we get there? 

WeU, there is the trol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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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Is there anything worth seeing around here? 

Well, there is the Necco factory. 

Milsark는 (36"-'37)과 같이 한정 적 명 사가 나타나는 경 우는 그 의 미 가 사물 

을 열거하는 ‘목록 (list) ’의 의미를 지니며， 이 경우 관심사는 목록을 구성 

하는 개체가 아녀라 목록 그 자체이며， 이 목록 자체는 비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6'""'37)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비한정적 명사의 경우라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here 구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한정적 명사만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11 

그러나 Milsark의 주장과는 달리 there 구문이 한정명사를 허락함이 틀림 

없다. Rando & Napoli (1978)가 지적하였듯이， 한정명사를 가진 there 구문 

이 Milsark의 말대로 ‘목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목록 자체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도 there 구문이 한정명사를 허략한 

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8) What is worth visiting here? 

There is the park, a very nice restaurant, and the library. 

That' s al1 as far as 1’ m concerned. 

(39) a. My God! How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 There is you and there is ηze. That’s al1. 

(38"-'39)에서는 ‘That’ s a11’이란 표현이 보여주듯이 목록 자체가 한청적이며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보아도 비한정적 명사라고는 볼 수 없다. 

동일한 현상이 역시 목록의 의미는 전혀 없이 단순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 

처렴 보이는 (40)과 갇은 경우와， 

(40) Where can 1 get cIoth like this? 

There is that c10th exact1y on the first fl.oor in Harrods. 

또 ‘remind’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41 ，，-，44)와 같은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41) Mother, may 1 watch TV? 

Yes, but there is the komeψork to be finished until tomorrow mor

nmg. 

11 이 경우 (36"-'37)과 같은 문창이 E-rule에 의해 의미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해석 규칙에 의해 ‘목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분명치 않으나， Milsark는 후 
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것같다. 



there 구문의 통사와 의 마 13 

(42) 1 have just finished my dissertation. 

Let’s go to the theatre! 

Ðon't relax yet, there is still the problem with your dissertation~ 

(43) 1’m surprised she hasn't left him long before this. 

There are the children, remember? 

(44) Well, there is always George. We might ask him. 

위의 (36"-'44)의 예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there 구문에서는 분명히 한정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들 명사가 지시하는 개체들의 존재는 전제화된 것이묘로 이들 문장 

이 이 개체들의 존재를 주장(assert)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한정 명사와 비 한정 명사의 문제 는 단순한 ‘존재의 주 

장’ 이 라는 Milsark의 이 론A로는 설 명 하기 어 렵 다. 

한펀， Milsark (1974)와 Rando & Napoli(1978)는 한정명사가 나타나는 there 

구문이 목록의 의미만을 지난다고 주장하였A나 이러한 주장도 올바른 것 같 

지 않다. (36"-'39)와 같은 예 는 목록의 의 미 를 가진 것처 럼 보이 나 (40"-'44) 

와 같은 예는 목록의 의미는 없고 차라리 ‘remind’의 의미가 있는 것같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Milsark는 there 구문이 비한정명사가나 

다나는 (34"-'35)와 같은 경 우는 ‘존재 ’ , 한정 명사가 나타나는 (36"-'44)와 같 

은 경우는 ‘목록’이나 ‘remind’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여야 한 

다 12 또 이 러 한 주장은13 궁극적 ￡로 비 한청 명 사가 나타나는 (34"-'35) 같은 

경 우와， 한청 명 사가 나타나고 ‘목록’ 의 의 미 를 가진 (36"-'39) 같은 경 우， 그 

리 고 한정 명 사가 나타나고 ‘remind’ 의 의 미 를 가진 (40"-'44)와 같은 경 우가 

서로 상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직관상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론적A로도 바람직 

하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존재’， ‘목록’， ‘remind’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처렴 

보이는 (34"-'35) , (36"-'39) 그리고 (40"-'44)의 문장들을 꿰뚫는 there 구문 

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가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이 여러가지 의미는 

이 기본적 의미가 담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불과하다 

12 한갱영사가 나타나는 there 구문의 다른 예들을 더 찾아보면， 아마도 위의 ‘목 
록’이나 ‘remind’ 이외에도 다른 의미들이 더 추가되어야 될 지 모른다， 

13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Milsark(1974)는 (34，...)35)의 청우는 E-rule로 (36"-'37)과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해석 규칙 S로 해 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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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러면 (34'-""44) 에 공통적인 there 구문의 기본의미는 무엇인 

가? 우리는 여기서 there 구문의 기본의미가 역시 ‘존재 (existence)’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존재’는 there 구문이 나타나는 담화여iscourse)와 관계 

없는 객관적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당화와 관련된 관념적 의미의 ‘존재’ 

로 파악되어야만 한다. 

우선， 한정명사가 나타나는 (36，-...，44)와 같은 예를 살펴 보자. (39) 에서 

(39b)는 (39a)에서 주어진 상황 (discourse context)에서 you와 I의 존재가 유 

의미함을 주장(assert)하는 문장이다. 물론 you와 I는 대화의 참가자이므로 

이들의 존재는 객관적으로는 이미 전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you나 I의 객관적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you와 I가， 다른 많은 개체와 

는 달리， 주어진 담화의 맥락(discourse context)속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어진 담화의 맥락 속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39)와 같은 경 

우， you와 I가 객관적￡로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현 (39) 라는 담화의 세계 

(discourse wor1d)에서는14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이 현 담화의 세계에 

존채함을 청자에게 주장하여 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there 구문에서의 한정 • 비한정 명사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는 객관적 세계와 담화의 세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39b) 에 

서의 there 구문의 의미는 you와 I란 개체가 바로 이 담화의 세계에 존재함 

을 주장(assert)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36 ，-...， 44)의 다 

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36)에서도 trolley가 객관적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여 이의 존재는 전제화된 것이지만， (36) 이라는 담화의 셰계 (즉， 

어느 장소에 간다는 행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36) 은 

이것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의 담화의 세계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담화의 첫 

문장부로서 (34，-...， 35) 와 같은 문장이 사용될 때， 이러한 경우는 객관적 세계 

만이 관계되묘로 발화시까지 청자의 의식에 존재하지 않던 비한정 명사의 

존채를 주장하는 (34a，-...， 35a)는 성립할 수 있으나， 이미 존재가 전제로 된 

한정명사를 포함하는 (34b，-...， 35b)는 성렵할 수 없게 된다. 

한펀， 이처렴 객관적 세계 속에서는 성렵하지 않던 (34b，-...，35b)도 이들이 

다음과 같은 특수한 담화 속에 서 나타나게 되 면 성 립 한다. 다음을 보자. 

(45) (은행 강도들이 은행 을 먼 후) 

14 우리는 박승융(1982)에셔 ‘담화의 세계’ 라는 개념이 생 략(ellipsis) 같은 언어현 
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ere 구운의 통사와 의 미 15 

강도 A: Let’s get out of here. Quick! 

강도 B: Watch out! There is John across the street. (=(34b)) 

(45)에서 John은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여 있으나， 망각 퉁의 원→ 

인에 의해， 이것이 담화자들의 머리속에 혹은 담화의 세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담화의 세계 속에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 

하며 따라서 이 경우는 문장이 성렴한다. 

물론 이 특정의 담화의 세계에서는 다음의 (46)에서처럼， 비한정 명사도ι 

나타날 수 있는데， 

(46) (은행 강도들이 은행 을 턴 후) 

강도 A: Let’s get out of here. Quick! 

강도 B: Watch out! There is a ψoman across the street. 

(=(34a)) 

이것은 비한정 명사가 객관적 세계에서는 물론 현 담화의 세계에서도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의 담화의 세계가 전제되 

지 않은 경우에는 비한청명사만이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객관적 세계만이 고려되고 객관적 세계에서 한정적명사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전제가 된 개체를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의 담화의 세계가 성랩하면， 이 때는 한청명사도 비 

한청명사도 모두 가능하다.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존채가 전제화된 한정명사 

라도， 청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었거나 잠시 잊어버리거나 해서， 이들이 그 

특청의 담화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0rv44) 

에서처럼 한정명사가 나타나는 there 구문이 종종 ‘remind’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5 

15 지금까지 우리는 there 구문에서 그 세계를 객관적 세계와 당화의 세계로 양분 
하였다. 그러나 이 객관적 세계라는 것도 어떤 청우에는 담화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가 

해져 담화적 세계의 속쟁을 띠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i) There sank a green monster into the lagoon CKimball 1973: 265). 
(i)은 청상척인 상태에서는 비문이다. 왜냐하면 (i)은 청장적인 상태에서는 존재 

에 반대되는 의미를 치니커 때문이다. 그러나 담화자틀이 만약 물속에 었다면 (i)이 
정렵한다고 한다. 이 경우는 담화차들이 자기들이 물속에 있다고 가청하여 (i)에 담화 
의 세계를 가청하는 갱우라고 볼 수 있고， 객관적A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담화의 
세계로 상청하는 청우 there 구문이 성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보면， 객관 
적 셰계와 담화세계는 양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연속션상의 개념으로 보 
이 며 , there 구문의 문볍 성 은 다분히 화용론적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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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명은 (30a)에서 보여지는 there 구문의 음운론적 현상도 잘 

설명할 수 있다. 객관적 세계를 대상무로 하는 경우， 초점은 비한정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비한정명사가 문장에 

서 제 일 중요한 청 보(information)가 된다. 한펀 담화의 세계 를 대 상A로 

하는 경우， 명사가， 한정적이든 비한정척이든 간에， 이들이 지시하는개체는 

담화의 세계에 ·없던 새로운 개체(사건)이묘로 이들이 역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there 구운에 나타나는 명사는 그것이 한청적이 

든 비 한정 적 이 든 간에 향상 문장의 주강세 (main stress) 를 받게 된다. 

또한 there 구문의 의미가 담화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개체나사건 

의 존재 를 주장하는 것이 라는 설명 은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도 아주 적절하다. 잘 알려진대로 there 구문에는 be동사 

이 외 에 도 appear, arrive, arise, ensue, remain, enter, begin, exist, follow, 

".develop, emerge, dawn 풍의 동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 이 들은 모두 ‘존재 ’ 

내지 ‘존재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47) a. There f appeared 1 two men in front of us. 
b. l *disappearedj*laughed J 

(48) a. There ( arrived 1 a breathless messenger. 

b. l *exited/*cried/용died J 

위 에 서 (b)문의 동사들은 모두 존재 와는 반대 가 되 거 나(예 , disappeaη exit) , 

존재와는 무관한(예 ， laugh, cry, die) 것들이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성렵할 

수 없게 된다. 

:3.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사적으로 볼 때 there 구문은 다른 문장으로부터 변형에 의해 얻어 

진 것 이 아니 라 there-V-NP-X의 기 본구조를 가진 것이 다. 

(나) there 구문의 의미는 ‘존재의 주장’이지만， 이 존재는 객관적 세계만 

의 존채가 아니라 담화의 세계에서의 존재를 포함하도록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것은; 바꾸어 말하면， there 구문에 는 Milsark가 주장하는 것처 럼 , 비 한청 

명사만 성립하고 한청명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there 구문에서 한정 • 비 

한정명사의 문제는 그 문창이 나타나는 담화의 성격에 의하여 성렵되기도하 

고 안 되 기 도 하는 담화상에 서 의 화용흔적 (discourse-pragmatic) 언 현 상이 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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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ax and Semantics of the there construction in English 

Sung-Yun Bak 

This paper examines the syntax and semantics of the there construction 

in English. It is argued that a variety of syntactic properties of the there 

eonstruction are better explained by the phrase-structure analysis than by 

the transformational there-Insertion analysi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meaning of the there construction is the assertion of the existence of an 

~ntity (entities) or an event (events) either in the physical world or in)he 

<liscourse world formed by the discourse in which a tkere sentence occurs. 

Then, it is pointed out that the grammaticality or ungrammaticality of the 

tkere construction is largely determined by discourse-pragma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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