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 ’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 

01 회 

1. 서 론 

영어에는 there가 주어이고 통사가 be인 문장들이 있다 

( 1)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b. There are many fish in the lake. 

(1)과 같은 there 구운올 ‘존재’( existential) there 구문이라 한다. 그련데， 

‘존재’ there 구문은 몇 가지의 통사척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통사 be와 

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주어인 there가 아니고 be 통사 뒤에 오는 명사구이 

다. 둘째로， be 동사 뒤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반드시 버한정(indefi피te) 명 

사구이다. 

(2) a. There is a dog in the garden. 

b. *There is the dog in the garden.2 

(2b)는 명사구 the dog야 한정적 (definite) 이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와 

갈이 ‘존재’ there 구문의 경우 한정 명사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올 한청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라 부른다 3그런데， be 동사를 택하는 there 구문 

중에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정성 효과와 무관한 문장들이 었다. 

(3) A : Who do we have to play Othello? 

B : Well, there is John, his uncle, and the man with a limp. 

(3) 의 B 문창에서는 be 통사 뒤에 한청 명사구(John， his uncle, and the man 

ψith a limp)7} 있다. Rando & Napoli (1 978)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3) 

1 there 구문에 대한 전반적 인 연구로는 Safir (1985) , Belletti (1988) , Lasnik 
(1992) , Chomsky (1994) , Lee (1995) 퉁을 참조할 것. 

2 (2b)가 ‘목록’ there 구문흐로 해석되는 청우는 버문이 아니다. 즉， 명사구롤 
[op the dog [pp in the garden]]으로 분석하면 정문이 된다. 그러나， ‘존재’ there 구 
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버푼이 된다. 
3한정성 효과에 대한 자세한 것은 Safir (1985)와 Lee (1 995)률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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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와 같은 문장을 ‘존재’ there 구문과 구멸하기 위하여 ‘목록’(list) there 

구문이라 지칭한다. 그런데， ‘목록’ there 구문에는 (3) 에서 보듯이 한청 명 

사구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목록’ there 구문은 한정 성 효과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 

문이 보여주는 상이한 통사 현상을 최소이론(minimalist theory)적 방법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목록’ There 구문 

Bolinger (1977)는 한청성 효과와는 무관한 there 구문의 예로 다음의 문 

장들을 제시하고 었다. 

(4) A: Who of all our friends can we trust? 

B: There’s only J ohn, 1’m afraid. 

C: Not so. Because if there were only him, you’d be denying the es

sential goodness of human nature. 

(5) A: How many can we get for our group? 

B: Well, there’s Tom, and Gladys, and Lucille. 

A: Let’s not forget Bill. 

B: Oh, yes, there’s him - and there’s you and me-that ought to 

make up the number we need. 

위의 there 구문에서는 John과 같은 한정 명사구뿐만 아니라 him과 같은 대 

명사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존재’ there 구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현상 

이다. 

(6) a. *There are they in the room. (Bresnan 1970) 

b. *Some burglars shot a man who discussed that there were they / 

them in his house. (Wasow 1977). 

(6a, b)가 비문인 이유는 they'나 them과 같이 격을 지닌 대명사가 be 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 ‘존재’ there 구문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6a, b)는 한청성 효과에 어긋나는 문창틀이다 4 

(6a, b)와 달리 ‘목록’ there 구문의 경우는， (4) (5) 에서 보듯이 ， be 통사 

뒤의 명사구는 한정 명사구뿐만 아니라 격을 지닌 대명사까지도 올 수 있 

4 모든 대명사가 다 [ + Definite] 인 것은 아니지만 (6a, b) 의 theyy. them은 
[ + Definite]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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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은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 

야만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지척한 것이 Rando & 
Napoli (1978) 이다. 

(7) A: What is worth visiting? 

B: There is the park, a very nice restaurant, and the library. That’s 

all as far as 1’m concerned. 

(8) A: My God! How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 There is you and there is me. That’s all. 

Rando & Napoli (1 978)는 (7) (8)과 같은 ‘목록’ there 구문에는 한정 명사 

구도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be 통사의 논항에 해당되 

는 것이 목록 자체이지 목록에 포함된 개개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Safir (1985) 역시 동조하고 있다. 

한편， Lakoff (1 987)도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척하고 었다. ‘목록’ there 구문의 예로 그는 다음 (9)와 

(10)을 제시하고 있다. 

(9) a. If you need a backup catcher, there’s always me. 

b. If you need a good pinch hitter, there’s always him. 

(10) a. There’s the cat to feed, the dog to walk, the horse to brush ... 

b. There’11 be Max at the head of the table, Sally next to me,. •• 

이들 예문 역시 한정성 효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목록’ 

there 구문의 또 다른 하나의 륙성은 (10a)에서 보듯이 be 통사 뒤에 나열 

되는 명사구가 두 개 이상안데도 불구하고 be 통사는 단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목록’ there 구운의 특성올 설명하기 위해서 

는 ‘존재’ there 구문과는 다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목록’ there 구문에 

대한 분석 방법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다음 장에서는 there 구문에 대한 

최소이론적 분석 방법을 살펴 보겠다 5 

3. There 구문의 최소이론적 분석 

본 논문에서는 Lee (1 995) 에 제시되어 있는 최소이론적 분석을 그대로 

5최소이론의 기본 가청에 대해서는 Chomsky & Lasnik (1991)과 Chomsky 
(199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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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로 한다. 우선，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논리형태 (LF: 

Logical Form)에서 이동하여 허사 there에 부가(adjunction) 된다. 이 이동 

의 훤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명사구가 지니고 있는 일치 자질(Ø-features) 

과 AGRs가 지니고 있는 일치 자질의 점검 (checking)을 위해서다 6 

( 11)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b. *There are a man in the room. 

( 12) a. AGRsP 
/'\ 

DP AGRs’ 
/'\ /\ 

DP DP AGRs TP 
ζ뇨 I [ - Plural] ̂  
a man there T VP 

[ - Plural1 iSi 
V’ 

b. AGRsP 
/'\ 

DP AGRs' 
/\ /'\ 

DP DP AGRs TP 
ι2뇨 I[ +Pl니ral]/\ 
a man there T VP 

[ - Plural] iSi 
V’ 

(12a, b)는 각각 (l1a, b)의 논리형태 구조이다. (12a)에서는 AGRs가 a man 

의 얼치 자질을 점 검 해 준다. 이 것은 a man이 AGRs의 점 검 영 역 (checking 

domain)7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12b)에서는 AGRs의 일치 

자질과 a man의 일치 자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 

라서 점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질은 문창을 비문으로 만든다. 

논리형태에서의 명사구 이동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정성 효과 때문이 

다. 영사구가 지니고 있는 [ - Definite] 자질이 논리 형태에서 there가 지니 

고 있는 같은 자질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8( l1 a) 의 논리형 

6 일치 자질에는 수(number) ， 성 (gender) , 인청 (person) 이 포함된다. 
7 Chomsky (1993)의 정의에 따른 면 (i)과 같은 구조에서 X의 점검 영역은 

{UP, ZP, WP, H} 이다. 

(i) XP1 

/'\ 
UP XP2 

/'\ 
ZP1 X’ 
/\ /\ 

WP ZP2 X1 YP 
/\ 

H X2 

8 허사인 there가 과연 [ - Definite]라는 의미 자질을 지닐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there는 의미가 
전혀 없는 허사가 아니므로 논리형태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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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구조에서 AGRsP의 SPEC 부분만 그려보면 (13)과 같다. 

(13) DP. 
/'\ 
쫓 RP3 
a man D' 

[ - Definite] /'\ 
D NP 

therej N' 
[ -Defi띠teJ I 

(13)에서 DP2는 D의 점검 영역 안에 었다. 따라서 ， a man의 [ - Definite] 

자질은 there에 의해 점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형태에서 명사 

핵 N이 한정사핵 D로 이통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Longobardi 

(1 990)와 Chomsky & Lasnik (1 991)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9 

이상과 같은 there 구문의 분석은 Chomsky (1993)가 제시하고 있는 분 

석과는 다르다. Chomsky (1 993)는 명사구가 논리형태에서 there로 이통해 

가는 이유가 격 자질(Case feature)의 점검을 위해서라고 했다. 즉， be 통사 

뒤의 명사구가 지니고 있는 격 자질이 T에 의해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명 

사구가 there에 부가되어 AGRs로 이동되어 옹 T의 점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 

는 격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6)에서 보았듯이 ‘존재’ 

there 구문은 격을 지닌 명사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 

there 구문의 be 통사 뒤 에 나타냐는 명사구는 어 떠한 격 자질도 지 니 지 않 

고 있다고 가정한다 10 또한， 우리는 명샤구가 논리 형태에서 이통하는 이유 

가 격 자질 점검 때문이라는 Chomsky (1993)의 주장은 받아들얼 수 없음 

을밝힌다. 

Chomsky (1993) 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가 었다. 

T가 지니고 있는 [ + NominativeJ라는 격 자질은 주어인 there의 [ + Nomina

tiveJ 자질을 정겸한 뒤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논리 형태에서는 명사 

구가 지니고 있는 격 자질을 점검해 줄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homsky (1993)는 논리형태에서 명사구가 격 자 

9 논리형태에서의 명사핵 이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ee (1993)과 Lee (1995) 
를 참조할 것. 

10 Belletti (1988)는 there 구푼의 명사구는 통사로부터 부분격 (partitive Case)롤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Lee (19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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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점검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봇된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어떠한 격 자질도 지니 

지 않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there 구문의 최소이론척 분석을 바탕으로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이 보여 주는 통사적 상이점을 다음 절에서 설명해 

보기로하자. 

4.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 

우선， 우리는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be 동사와 ‘목록’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be 통사는 성질이 다른 통사라고 가정한다. ‘목록’ there 구문에 나 

타나는 be 동사는 다른 타통사들처럼 [ + Accusative] 자질을 지니고 있다 

고 가정한다. ‘목록’ there 구문은 격을 지닌 대명사가 be 통사 뒤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격 자질 점검에 의하여 be 통사와 명사구가 지난 

[ + Accusative] 자질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14)와 같은 ‘목록’ 

there 구문의 구조는 (15)와 같다. 

(14) There is him. 

(15) AGRsP 
/"\ 

DP AGRs' 
/\ 

there AGRs TP 
/\ 

T AGRoP 
/'\ 

SPEC AGRo’ 
/"\ 

AGRo VP 

V’ 
/\ 

V DP 

is him 
[ +Acc] [ +Acc] 

논리 형 태 에서 통사 LS는 AGRo로 이통하고 명사구 him은 AGRoP의 SPEC 
자리로 이통한다. 그리고 이 둘은 지청어-핵 일치 (SPEC-head agreement) 

에 의하여 점검이 이루어진다. ‘목록’ there 구문과 달리， ‘존재’ there 구문 

의 경우는 격올 지닌 명사구가 나타나면 이 명사구의 격 자질을 점검해 줄 



‘존재’ There 구문과 ‘옥혹’ πlere 구운 49 

자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2절의 (6)에 예시되었던 문장처럼 버문이 

된다. 

다음은 ‘목록’ there 구문이 한정성 효과와 무관한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 

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한청성 차질과 격 자철의 상관 관계에 대하 

여 먼저 고려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명사혜 N이 격 자질을 지닐 때만 한 

정성 자질올 지닐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문장올 살펴 보자. 

(16) a. 1 met a genius. 

b. A doctor came to my house. 

(17) a. 1 consider [sc John a genius] 

b. Father made [sc me a doctor] 

(1 6) 의 a genius나 a doctor는 각각 [ + Accusative]와 [ + Nominative] 자질 

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17)의 a genius나 a doctor는 술어로서 격이 전혀 

없다. 따라서 (16)의 명사핵인 genzus와 doctor는 [ - Definite]라는 한정성 

자질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명사구 내의 한정성 자질은 핵-핵 일~1<head 

-head agreement)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16a) 의 a genius의 구조를 

나타내 보면 (18)과 갈다. 

(18) DP 

D’ 
/'\ 

D NP 

a N' 
L-Definite] I 

N 

gemus 
[ - Definite] 

논리 형태에서 N은 D로 이통하여 [ - Definite] 자질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17a)의 명사핵 genius는 술어이며 격이 없기 때문에 한청성 자질 

이 전혀 없다. 또한， (17a, b) 의 부정관사 a도 [ - Definite]라는 자질을 지 

니고 있지 않다. 이것은 (16a, b)의 부청관사 a가 “어떤 불흑청의”라는 의 

미를 지닌 데 반하여 (17a, b) 의 부정관사 a는 “종족 대표적 "(generic) 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7a, b) 의 명사구들은 한정성 

자질 점검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사핵 

이 격 자질을 지닐 때만 한청성 자질을 지닌다는 우리의 가청은 문법 현상 

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가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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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 ‘목록’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한청성 자질에 대하여 생 

각해 보자. ‘목록’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 + Accusative J라는 격 

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정성 자질 또한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 한정성 

자질은 논리 형태에서 D 자리에 나타나는 한정성 자질에 의하여 점검 받는 
다. 즉， 논리 형태에서는 명사핵이 지니고 있는 한정성 자질과 D가 지니고 

있는 한정성 자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명사구 전체 (DP)에는 한정성 

차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 구조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9) a. DP 

D' 
/'\ 
D NP 

the N’ 
[ + Definite J 

N 

man 
[ + Accusative J 

[ + Definite J 

b. DP 

D’ 
/'\ 
D NP 

a N’ 
[ - Definite J 

N 

man 
[ + AccusativeJ 

[ -DefiniteJ 

(19a, b)에서 보듯이 ‘목록’ there 구문의 명사구는 그것이 한청 명사구이건 

비한청 명사구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한정성 자질이 논리 형태에서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존재’ there 구문에서처럼 there의 [ - Definite J 자 

질이 명사구의 [ - Defini te J 자질을 점검해 주는 것과 갈윤 한정성 효과 현 

상이 ‘목록’ there 구문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편，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한청성 자질은 어떠한가를 

살펴 보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존재’ there 구문의 명사구는 격 

자질을 전혀 지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사구 내의 명사핵은 한정성 자질 

올 지닐 수가 없다. ‘존재’ there 구문 내의 명사구 구조를 나타내 보면 다 
음과갈다. 

C20) DP 

D’ 

/'\ 
D NP 

a N’ 
[ - Definite J 

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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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 명사핵 maπ은 아무런 격 자질도 없고， 따라서 한청성 자절도 없다. 

그 결과 명사구 전체(DP)는 [ - Definite] 자질을 지니게 된다. 이 자질은 

논리 형태에서 a man이 there에 부가된 이 후 there가 지니고 있는 [ -Defì

nite] 자질에 의하여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여기서， 하나의 의운점이 남게 되는데 ‘목록’ there 구문의 there는 과연 

[ - Definite] 자질을 지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존재’ there 구푼의 there는 

[ - Definite] 자질을 지녀고 있고， 이것은 논리 형태에서 명사구의 [ -Defì

nite] 자질율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창 

들올 살펴 보자. 

(21) a. There is a man ìn the room. 

b. There arrived a taxicab. 

c. There walked into the bedroom a unicorn. 

d. There entered the room a man from England. 

(21)의 문장들을 보면， (21a, b)와 (21c, d)가 서로 다른 종류의 there 구운 

임을 알 수 있다.11 (21c, d)의 경우는 동사구로부터 의미역( theta -role )올 

받는 자는 a umcorn과 a man from England인데 이 명사구들은 원래 의 주어 

자리， 즉， there가 있는 자려에서 의미역을 받는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12 이 

명사구들이 후치되고 난 후 주어 자리는 비게 된다. 이때 그 번 주어 자리 

를 채워주기 위하여 허사 there가 삽업된 것이다. 따라서， (21c, d)의 there 

11 Chomsky (1994)는 (21c, d)와 같은 there 구문을 (i)과 갈이 분석한다. 

(í) AGRsP 
/'\ 

SPEC AGRs’ 
/'\ 

there AGRs TP 
/'\ 

T’ SPEC 

낀\VP r~드~ 
a man from England 

V' 
/\ 

V DP 
l ζ느뇨 

entered the room 

그는 TP의 SPEC올 오른쪽으로 설청하여 주어 there와 의미상의 주어 a man 
from England를 한꺼번에 설명하고자 한다. 

12 후치되는 명샤구들은 주로 의미적으로 우거운 경우이다. 길이가 길거냐 아니 
면 강조를 받는 명사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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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의미척 요소도 지닐 수 없는 허사에 불과하다 13 그러나， (21a, b) 

의 a man이나 a taxicab은 그 자리에서 통사로부터 의미역을 받는다. 그리고 

주어 there는 (21c, d) 의 there와 달리 의미 해석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한 

다. 즉， 뒤에 나타나는 명사구가 반드시 버한정 명사구여야 함을 제약해 주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21a, b)의 there는 [ -Definite] 자질을 지니고 있 

다. 

이상에서처럼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허사 there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 

면， ‘목록’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there는 순수한 허사로서 한청성 자질이 

없는 (21c, d)의 there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척으 

로， ‘목록’ there 구문의 there는 한정성 자질을 지니지 않고 있A며， 명사구 

도 자체 내에서 한정성 자질이 점검된 뒤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한 

청성 효과와는 무관하게 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 일치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2) There’s Tom, and Gladys, and Lucille. 

(22) 에서 보듯이 be 통사 뒤에 나타나는 명사구가 두 개 이상언데도 불구하 

고 k 동사는 단수 형태이다. 이것은 be 동사 뒤의 명사구들율 하나의 단위 

로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22)와 같은 there 

구문은 사실상 세 개의 there 구운의 생략된 형태라고 말할 수 었다. (22) 

를 생략되기 이전의 완전한 형태로 나타내면 (23)과 같다. 

(23) There’s Tom, and there’s Gladys, and there’s Lucille. 

(23)은 각각의 there 구문 자체 내에서 명사구와 통사간의 수 일치 현상이 

명사구와 AGRs의 일치 자질 점검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운이 보여 주는 봉사척 

상이점올 최소이론적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목록’ there 구 

문에 나타나는 be 통사와 명사구는 격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격을 

지니는 명사핵만이 한청성 자질을 지닌다고 가청했다. 이 가청에 의하여 우 

리는 ‘목록’ there 구문에는 격을 지닌 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목 

13 (21c, d)의 there와 유사한 요소로 허사 it가 있다. 
(i) It seems that John is intelligent. 
(i)의 it도 단지 비어 있는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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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there 구문이 한정성 효과와는 무관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반면 

에， ‘존재’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be 통사와 명사구는 격 자질이 없으며， 따 

라서 명사구가 지니고 있는 [ - Definite ] 자질은 there에 의하여 점검 됨을 

보았다. 한편， ‘존재’ there 구문과는 달리 ‘목록’ there 구문에서의 수 일치 

현상은 각각의 명사구가 별개의 there 구문에 속한다고 봄으로써 설명이 되 

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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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ential There-Sentences and 
List There-Sentences 

Keum-Hee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phenomena of 

existential there-sentences and list there-sentences within the minimalist 

framework. We argue that list there-sentences must be distinguished from 

existential there-sentences has the accusative Case feature while the exis

tential verb be does not. 80 a postverbal pronoum bearing accusative Case 

in a list there-sentence is checked off its Case feature by the verb be. 8ec

ond, the expletive there in an existential there-sentence bears the [-Defi

nite] feature but the there in a list there-sentence does not bear any feature 

relevant to definiteness. This assumption while only an indefinite postverbal 

noun phrase is allowed in existential there-sentences. Finally, the number 

agr.eement phenomenon appearing in list there-sentences; is accounted for 

by assuming that the ellipsis of there and be occurs in list 뻐ere-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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