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e 구문과 장소논항* 

이 만 기 

O. 서 론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아래 (1) 예문들과 같은 영어 there 구문(there 

constructions)을 분석 함에 있어서 • there가 순수 허사(pure expletive)가 아닌 

외적 장소논항Oocative extema1 argurnent)으로 분석 가능함을 보이는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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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cative existentia1 construction) 

b. There arrived a man in the garden. 

Oocative presentationa1 construction) 

이러한 논의를 위해 첫째， 위의 구문에서 there에 관한 순수 허사(pure (non

locative) expletive)로의 분석 을 재 검토하고 그 문제 점 을 제시 한 뒤 , 허사 there 

가 논리형태부에서 의미 자질을 가지는 장소논항으로 분석될 때 이러한 문제점 

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둘째， 이러한 가정과 가장 유사한 분석으로 (1) 

의 there가 전치된 장소 술어 (preposed locative predicate)라는 분석을 소개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이 최소주의 이론 틀 내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밝힌 뒤 

there가 ‘be’동사(cf. (1a))나 비 대 격 동사(cf. (1b))의 외 적 장소논항Oocative 

extemal argurnent)으로 분석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 러 한 본 논문의 제안은 

there가 의미자질을 가지는 전치된 술어라는 분석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영 

어 there에 관한 분석으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언급할 수 있 

다. Chomsky (1995)와 Lasnik (1995)은 there가 순수 허사(pure (non-locative) 

expletive)란 입장에 있으며， Freeze (1992)는 장소 허사Oocative ex미e디ve) ， 

Moro (1991)와 Hoekstra & Mulder (1앉X))는 전치된 장소 술어(preposed locative 

preclicate)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there가 외적 장소 

논항Oocative extema1 argurnent)으로 분석 될 수 있다고 제 안한다. 이 러 한 본고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30회 연례 어학연구회에서 구두로 발표되 
었다 그 후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들의 도움을 받아 초고의 내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 

었다.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논평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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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은， 영어 there가 허사가 아니라 논리형태 접합부에서 의미해석을 받아 

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자질을 가진 장소 술어 분석과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 이러한 논지 전개를 위하여 1장에서 there에 관한 허사 분석의 문제점을 

밝힌 뒤， 그 해결책으로 2장에서 장소 술어 분석을 제시한다.3장에서는 there 

의 장소 술어 분석이 내포하는 몇가지 최소주의 이론 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 

고 그 대안으로 there가 stage-level 술어 통사의 d-논항으로서 동사구내 

[SPEC, VP] 위치에 기저 생성됨을 제안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이 
제시된다. 

1. 허사로서의 there 분석 

기존의 생성문법연구에서 영어 there 구문을 분석할 때 주류를 이루어 온 것 

이 there의 순수 허사(pure ex미etive)로의 분석 이 다. 이 러 한 분석은 영 어 there 

가 장소 부가어 (place a이unct)와는 달리 지 시 적 의 미 (referentia1 content)를 결 

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Haegeman (1994) 같은 학자는 장소 
부사 there와 허사 there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허사 

there는 (2a)에서 보듯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a. *Where are three pigs escaping? there (are three pigs escaping). 
b. Where did you see Bill last week? (1 saw Bill) there (last week). 

둘째， 장소 부가어 there와는 달리， 허사 there는 평서문에서 자유로이 생략될 

수없다. 

(3) a. *(there) Are pigs escaping. 

b. 1 saw Bill (there) last week. 

셋째， 허사 there는 장소 부가어 there과는 달리 초점 강세(foca1 stress)를 받 

을수없다. 

(4) a. *Thére are three pigs escaping. 

b. 1 saw him (right) thére.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생성문법연구에서는 영어 there 구문의 there는 의미역 

을 결여하기 때문에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위치에 올 수 없으며 주어 위치 

인 [Spec, IP]에 직접 삽입되는 허사로 분석이 되어왔다. 한편으로， 영어 there 

구문에는 there가 주어 명사구(NP-su비ect)와 관련되어야 하며， 이 관련 명사 

구(associate NP)는 반드시 부정명사구Gndefinite NP)이어야 한다는 통사적 제 

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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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There is 파응피쁘 in the garden. 

b. There is 흐꼬쁘 in the garden. 

위와 같은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와 허사 there와 부정명사구의 관련 

성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 (1986, 1989)는 논리형태부에서의 허사 대체이동 

(expletive replacement at LF) 가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Chomsky (1989) 
는 영어 허사 there 구문(cf. (6))에서 there는 논리형태 접사(LF affix)이며， 완 

전해석(F띠1 Interpretation)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명사구(associate NP) 

가 논리형태에서 there 접사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f. (7)). 

(6) there is a man in the r，∞m 

(7) [NP there-[NP a man]] (LF) 

영어 there 구문에 관한 지배-결속이론에서의 이러한 허사 삽입， LF 허사 대 
체이동 분석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왜 허사 there는 (8)의 예문에서 

와 같이 be 동사나 비대격통사 구문에서만 [Spec, IP]에의 삽입이 가능한가?1 

(8) a. there is 힘쁘낀· 

b. there arrived 욕객앨. 

(9) a. *there saw 욕피맥 the pigs. 

b. *there is killed f!..잭쁘· 

c. *there 욕꾀앨 laughed. 

즉， 예문 (9)의 문장들에는 모두 허사 there과 부정명사구 ‘a man’이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모두 비문이다.(7)과 같은 LF 허사 대체분석으로는 위 (9) 문장들 

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2 

l 익명의 논평자가 언급하였듯이， Chomsky (1앉:15)에서는 타동사 허사 구문(Transitive 
Expletive Construction; TEC)의 존재가능성이 영어에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적어도 몇 개의 언어에서는 TEC가 존재한다면， 본고의 there에 대한 분석이 영어 
에만 적용되는 너무 부분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TEC 
언어에서는 허사가 술어논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TEC에서의 허 

사와 영어의 허사 there를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영어는 실제로 TEC를 허가 

하지 않기 때문에 허사 there는 술어논항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Freeze (1992)가 
언급하듯이， TEC언어의 순수 허사가 비장소 대형태(no띠ocative profonn)로 음성실현 
(Swedish: Det, Gennan: Es, Icelandic: pað)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영어의 there는 
어휘적 장소 대형태(]exicaJly 10때lve profonn)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고의 논 

의는 TEC를 허가하지 않는 언어， 즉， 영어의 어휘적 장소허사Oocative expletive) there 
는 TEC언어의 순수허사와는 달리 의미자질을 가진 술어논항으로 분석될 수 었음에 초 
점올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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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최소주의 프로그램(Minirnalist Program) 틀하에서는， 허사 there과 

관련명사구 NP의 LF 대체 가설로 두 요소를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는 대신에， 

이들 두 요소가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허가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허사 there와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fonnal features)이 서로 별도의 

방식으로 점검된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질점검 (feature checking) 

분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Chomsky (1992)에서는， 모든 이동의 작인 

(driving force)은 자기 자신의 형태론적 자질점검 (morphological feature 

checking)에 있다고 본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음의 there 구문을 생각 

해 보자. 

(10) there is a strange man in the garden 

Chomsky (1992)의 분석에 따르면， 위 (10) 문장에서 관련명사구(associate NP) 

‘a strange man'은 자신의 격점검을 위하여 논리형태에서 허사 there에게로 이 

동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은 전적으로 관련명사구의 형태론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다음의 이기성 원리(Principle of Greed)를 준수 

한다. 

(11) 이기성 원리 

A로부터 B로의 이동은 A의 형식자질의 만족을 위해서만 일어나야 한 

다. (Movement of A to B is only for the satisfaction of fonnal 

requirements of A.)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Lasnik (1995)이 지적한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내적인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10)의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소가 가지고 있는 주격자 

질(norninative Case feature)은 허사 there의 격자질과의 점검과정에서 이미 삭 

제되었으므로， 논리형태에서 관련명사구 ‘a strange man'의 격자질을 점검할 자 

질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3 이러한 문제점에 직변하여， Chomsky (1995)는 영 

어 허사 there의 형태론적 자질에 관한 다른 분석을 제안한다. 즉， there는 격 

자질도 일치자질(phi -feature)도 결여한 순수허사로서 확대투사원리 (Extended 

2 위 (9) 문장들의 비문법성은 Belletti (1988)가 제안하고 Lasnik (1992) 이 수용한 there 
구문에서의 관련 명사구의 부분내재격(i띠lerent 맹rtitive Case)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부분내재격은 비대격 동사의 내적 논항(intem려 argument)에만 허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9b)에서 수동동사는 그의 내적논항에게 부분내재격을 줄 수 없다는 가정을 따른다· 수 

동형태소 -ed가 동사의 격자질을 흡수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분 내재격 분석을 따 
른다 

3 영어는 한국어나 일본어과 같이 다중주어 (multiple subjects) 구문을 허용하지 않으므 
로 절의 시제소가 하나 이상의 주격자질을 점검할 수는 없다. 즉， 영어의 시제소는 오직 
하나의 주격자질만을 점검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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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Principle; strong D feature of tense)를 만족시 키 기 위 한 D 범 주자 

질(categorial feature)만을 갖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의하면， (1이 예문 

에서 시제소의 주격자질은 허사 there가 아니라 논리형태에서 관련명사구 ‘a 

strange man'의 격자질과 점검되므로 (10) 예문은 정문으로 맞게 예측된다. 구 

체적으로 Chomsky는 다음의 예문들을 통하여 허사 there의 자질을 설명한다. 

(12) a. *there seem [that [s뼈 a lot of people] are intelligent] 

b. *there seem to be [a man] in the room 

Chomsky (1995)에 의하면， (12a)에서 허사 there가 격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 

포절 주어 ‘a lot of people’의 논리형태에서의 형태자질의 이동에 의하여 주절 

시제소의 일치자질이 점검가능하므로 정문으로 잘못 예측된다.4 또한， (12b)에 

서 허사 there가 일치자질이 있다면， 주절 시제소의 일치자질이 there의 그것과 

점검되고 논리형태에서 관련명사구 ‘a man'의 격자질과 주절 시제소의 주격자 

질이 점검될 것이므로 (12b) 문장도 정문으로 잘못 처리된다. 이런 이유로 

Chomsky (995)는 there가 격과 일치자절을 결여한， D 자질만을 소유한 순수 

허사로 간주한다. 즉， (12a)는 주절 시제소의 주격자질이 점검 안되며， (12b)는 

주절 시제소의 일치자질이 점검 안되어서 두 문장 모두 비문으로 맞게 예측된 

다. 그러므로， (10)과 같은 there 구문에서 허사 there는 주절 시제소의 강 D 

자질만을 점검하고， 관련명사구의 내재통사부(covert syntax)에서의 형식자질만 

의 이동(forma1 feat따es movement)에 의하여 시제소의 격과 일치자질이 점검 

된다 5 

또한 Chomsky (1995)는 there 구문에서 보여지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를 설명하기 위해 내재통사부에서 관련병사구의 형식자질이통 후 이 명 

사구의 N 자질이 다시 허사 there에 부가 이동(N-to-D raising)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cf. (14); FF(A)=the set of forma1 features of associate NP). 

4 Chomsky (1995)가 정의한 최후수단(Last Resort)에 의하면， 명사구의 일치자질은 해 
석가능한 자질이므로 이미 자질점검이 되었더라도， 목적지 (target)의 형태자질의 만족을 

위하여 다시 점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기성원리를 약화시킨 것 
으로， 이동의 작인은 자기자신의 형태자질 점검이 아니라 목적지의 형태자질(비해석자질) 
점검에 있다. 

o Chomsky (1995)에서 제안된 최소주의 가정에 의하면， 문자화(SpeJl-αlt) 이후 내재 

통사부에서의 도출(derivation)과정은 기저생성된 어휘명사구 전체의 범주이동이 아니라 
이 명사구의 형식자질만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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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erel is believed [ther맺 to be a man in the r'∞m] 

(14) TP 
/ \ 

EXP(D) T’ 
/ \ / \ 

FF(N) EXP T . / \ 
FF(A) T 

1----11 t 

(내재적 통사부) 

.. NP(A) 

이 제안에 따르면， 문장 (13)의 내포절의 there2는 이미 D 자질을 가지고 있으 

므로 주절 therel에 N 자질의 부가이동이 불가능해서 비문처리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homsky (1995)는 영어 there 구문에서의 

there가 D 자질만을 소유하며 시제소의 강 D 자질(EPP)을 점검하기 위해 외 

현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삽입되는 “순수한 허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러한 Chomsky의 영어 허사 there에 관한 제안은 다시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문장들의 비문성을 설명할 수 없다. 

(15) a. *there saw 욕꼬앨 the pigs. 

b. *there is killed 효잭an. 

C. *there 욕 ma끄 laughed. 

즉， (15) 문장들에서 순수허사 there는 [Spec, TP] 위치에서 시제소의 강 D 자 

질만을 외현적으로 점검하고 내재적 통사부에서 부정명사구 NP의 형식자질만 

의 시제소로의 부가이동에 의해 시제소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이 점검될 것이므 

로 위 문장들은 실제와 달리 정문으로 잘못 예측된다. (또한 이 문장들에는 부 

정명사구 NP가 있어 이 명사구의 N 자질이 허사 there에 부가이동(N-to-D 

raising)도 가능하다.) 

한편으로， Lasnik .(1995)은 최소주의 틀하에서 영어 there가 격자질을 지년 

순수허사로 간주하며 부정명사구(jndefinite NP)는 비대격동사로부터 부분내재 

격을 부여받는다고 분석한다. 그러므로， 주절 시제소의 주격자질은 허사 there 

의 격자질과 점검되며， 이 시제소의 일치자질은 내재통사부에서의 관련명사구 

의 형식자질이동에 의해서 이 명사구의 일치자질과 점검될 것이다. 이러한 분 

석은 (15) 문장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15)에서 밑줄친 명사구들은 시제소로부터 주격을 점검받을 수도 없고 (허사 

there가 이미 시제소의 주격자질을 점검했으므로) 동사로부터 부분내재격도 허 

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사구들은 자신의 격자질(비해석자질)을 점검하지 

못하므로 이 문장들은 비문으로 맞게 처리된다. 그러나 Lasnik (1995)이 제시 



there 구문과 장소논항 앉짖5 

한 격자질을 가지는 순수허사 there 분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비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최소주의 이론 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있다. 

(16) a. *th앉'e seems to μ a stranræ manJ [that it is r，떠ning outside] 

b. *there is likely [that J악끄1 is talI] 

c. *there strikes Johnls이neon~ that Mary is intelligent 

즉， 허사 there가 격자질을 가진다면 Chomsky (1앉)5)의 가정대로 이 문장들은 

모푸 정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밑줄친 명사구들이 내재적 통사부에서 형 

식자질만의 이동을 통하여 주절 시제소의 일치자질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LF 자질이동을 막기 위해 Lasnik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취한다: 구 

조격으로 허가된 명사구들은 내재통사부에서 더 이상의 이동은 없다. 구체적으 

로 보면， (16)의 밑줄친 명사구들의 격자질은 각각 ‘전치사 to’, ‘시제소(잠피te 

tense)’ 또는 ‘동사 strike’에 의해 (구조)격점검된다. Lasnik의 제안에 의하면， 

이들 명사구는 내재통사부에서 더 이상의 자질이동이 불가능하므로， (16) 예문 

들에서 주절 시제소의 일치자질이 점검안되어 이 문장들은 비문처리된다. 

(Lasnik의 가정에 의하면， 부분내재격을 가진 관련병사구의 경우 그 의미적 특 

성으로 인해 격점검 이후에도 내재통사부에서 계속해서 자질점검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시제소의 일치자질이 점검될 수 있다.) 그러나 Chomsky (1995)가 제 

시한 모든 통사적 이동이 목적지 (target)의 형식자질 (비해석자질)의 점검에 의 

해 유발된다는 최후수단을 따른다면， 이러한 Lasnik의 가정은 이론 내적인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16) 문장에서 밑줄친 명사구들의 해석가능한 자질들 

(예; 명사의 D 범주자질과 일치자질)은 자질점검 이후에도 계속 점검과정에 참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Interpretable features (e.g. D and phi-features of 

nouns) remain visible at LF even after they are checked. Features visible at 

LF are accessible to the computatíon CHL throught, whether checked or not.) 

우리는 이상에서 영어 there가 D 자질만을 가진 허사로의 분석 (Chomsky 

1995)이나 격자질을 가진 허사로의 분석(Lasnik 1995) 모두 주어진 자료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들 두 분석의 공통점은 허사 there가 아 

무런 의미자질이 없기 때문에 [S야c， IP]에 직접 삽입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영어 허사 there가 be 동사나 비대격 동사와만 함께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이 

이들 통사들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따e)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만약， 

허사 there가 의미자질을 지니는 요소라면， (15)나 (16) 문장들의 비문성은 

there의 D 자질이나 격자질과 같은 형식자질 점검과는 별도의 문제인 there의 
의미자질 해석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there 구문올 분 

석한 것이 there의 전치된 장소 술어로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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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치된 장소 술어로서의 there 분석 

Moro (1991)와 Hoekstra & Mulder (1990)는 영어 there 구문에서 there를 

[Spec, IP] 위치에 직접 삽입되는 허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은 there가 전 

치된 장소술어 (preposed locative pr어icate)라는 입장이다. 즉， 장소 도치 Oocative 

inversion) 구문에서의 전치된 장소구(PP)와 마찬가지로 영어 there 구문에서의 

there도 비대격 동사의 내적 논항인 소절 속의 술어가 [Spec, IP] 위치로 이동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7) a. [IP PPi 1 [vP V [sc NP t;]]] 

b. [1P therei 1 [vp V [sc NP t;]]] 

Hoekstra & Mulder (1990)가 제 시 한 there 구문과 장소구 전치 구문의 통사적 

유사성을 살펴보자. 

영어의 장소구 전치구문은 장소구가 전치될 때 비능격통사가 소절을 내적 논 

항으로 취하는 비대격(능격)통사로 바뀐다 

(18) a. Out of the bam ran a horse. 
b. Into the room wa1ked a man. 

영어의 there 구문에도 다음과 같이 장소구 전치구문과 똑같은 능격성 제약 

(ergativity restriction)을 보인다. 

(19) a. there just may not exist a solution (to this problem). 

b. there occurred a catastrophe (in that century). 

(20) a. there wa1ked a man into the room. 

b. there jumped a horse over the fence. 

(21) a. *there walked a man with a dog. 

b. *there jumped a horse right at the queen' s 밍끼val. 

즉， (19)에서와 같이 there는 비대격동사 구문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부사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20)과 (21)에서 처럼 비능격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2이과 같이 비능격동사를 능격화시키는 장소구Oocative phrase)가 반드시 나타 

나야한다. 이 러 한 능격 화 효과(ergativizing effect)는 전치 장소구가 나타나는 

(18)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Hoekstra & Mulder (1990)는 there를 전치된 

장소구와 같은 요소로 취급한다. 이들은 there 구문이나 전치 장소구문이 허가 

되는 구문들에서 비능격동사든， 비대격 동사든，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동사는 

소절을 내적 논항으로 취하는 계사(copular verb)처럼 사용되며 (cf. (22)) , there 

나 전치 장소구는 소절속의 술어 PRED로서 [Spec, IP]로 이 통한 것 이 라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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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P V .... ----를~ V [sc NP PRED] 

(23) [IP PREDi 1 [vP V [sc NP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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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가 전치된 장소 술어 (preposed locative predicate)라는 이러한 입 

장은 there 구문을 장소 주술관계Oocative predication)를 갖고 있는 소절(Small 

Clause)로 분석한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어 there 

구문의 통사적 제약은 be동사나 비대격동사와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런 통 

사적 제약은 사실 Hoekstra & Mtùder (1990)가 (22)에서 제시한 계사(비대격 

동사)의 소절 논항 선택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24) a. [therei is [sc a man td] 

b. [therei anived [sc a man ti]] 

그렇다면， 이러한 there 구문에 대한 소절로의 분석이 우리가 앞서 제기한 다 

음 자료들의 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5) a. *there saw 욕피앤 the pigs. 

b. *there is killed .a..잭a낀· 
c. *there 효꾀an laughed. 

(26) a. *there seems to [a a stramæ manJ [that it is raining outside] 

b. *there is likely [that 뇨밴 is ta1ll 

c. *there strikes rohrνsomeon~ that Mary is intelligent 

(24)에서도 보았지만 소절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절을 내적논항으로 선택하는 

비대격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동사가 나타나는 (25a). (26c)와 비능격동사 

가 있는 (껑c) 예문들은 비문처리될 수 있다. (26a)와 (26b) 예문들에는 비대격 

동사인 ‘seem’과 ‘is likely’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비대격동사들은 아래에서 보듯 

이 장소 주술관계를 갖는 소절을 내적논항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들 

의 비문성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 

(27) a. *there seems [cp that it is raining outsideJ 

b. *there is likely [cp that John is tallJ 

6 Hoekstra & Mulder (1990)는 영어의 존재구문에서의 there가 통사적으로는 전치된 
장소구와 같은 것이지만，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문장내에 있는 장소구와의 부가어 연쇄 
(adjunct chain)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치된 장소구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고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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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에서 보듯이 이러한 비대격동사들은 소절이 아닌 절(CP)을 내적논항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there가 소절속의 술부로 기저생성될 수 없게 되며 절 속의 

어떤 것과도 연관시킬 수 없다 7 그러므로 위의 문장들에는 there가 아년 허사 

‘it’가 쓰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동동사가 나타나는 (껑b) 예문이 문제 

가 될 수 있지만， 수동동사의 내적논항이 소절 논항이 아닌 명사구 NP 논항을 
선택하므로 그 비문성을 설명할 수 있다. 

(28) *[lP there [vp is killed [!,<'P a man]]] 

(28)에서 보듯이 ， there는 소절 속에서 전치된 술어가 아니므로 이 문장은 비문 

으로 맞게 처리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 there가 소절 속에서 전치된 술어라는 분석은 there 

가 순수허사로 분석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장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이러한 분석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 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영어 there가 외적 장소논항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제 

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외적 장소 논항으로서의 there 분석 

영어 there가 전치 장소구와 마찬가지로 전치된 장소술어란 분석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문제가 있다. 즉， there 구문과 장소 전치 구문은 반드시 같은 통사 

적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이들 두 구문은 한정성 효과( definiteness 

effect)에서 차이를 보인다. 

(29) *[IP therei 1 [vp arrived [sc 쁘흐잭an ta]J 

영어 there 구문의 후치 명사구 주어는 한정명사구가 올 수 없다. 이러한 한정 

7 Moro (991)가 지적하였듯이 seem과 같은 비대격통사는 [+Vl 자질을 지닌 형용사구 
(AP)나 동사구(VP)와는 소절을 형성할 수 있으나 명사구(NP)나 전치사구(PP)와는 소절 

을 이룰 수 없다 

( i ) a. JOhni seems [sc ti [AP fatll 
b. *Johni seems [sc ti [NP a doctorll 

아래에서 보듯이 seem이 소절을 취할 때에도 there 술어 상승은 불가능하다. 

( ii) *therei seems [sc a man til 

(ii)의 비문성에서 there가 [+Vl 자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Moro에서는 이 문장의 비문 
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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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과를 (29)에서 처럼 there의 전치된 장소술어의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 

다. 반면에， (30)의 장소구 전치 Oocative inversion)구문에는 한정성 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다. 

(30) [IP Down the stre앉 1 [vp rolled [sc 1he babv carrialle ti]]] 

위에서 보듯이 there 구문과 장소구 전치 구문은 한정성 효과에서 분명히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구문을 모두 전치된 장소술어로 똑같이 분석한다 

연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8 

둘째， Jang (1앉)6)에서 지적되었듯이 ， there와는 달리 전치된 장소구는 [S야c， 

IP] 위치에 있지 않다. (31 ), (32)에서 보듯이， 전치된 장소구문은 의문문 형성 

이 불가능하지만 there 구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31) a. Under the bridge sat John. 

b. *Did under the bridge sit John? 

(32) a. there arrived a man. 

b. Did there 없rive a man? 

이러한 차이점은 there가 전치된 장소구와는 달리 [Spec, IP] 주어 위치에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there가 전치된 장소구와는 

다른 통사적 지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Hoekstra & Mulder (1990)가 취한 전치된 장소술어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 내적인 문제가 있다. 이들은 (33)에서 밑줄친 후치 명사구 

(즉， 소절의 주어)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주격을 받는다고 제안한다.9 

8 논평자는 there 구문과 장소구 전치구문에서의 한정성 효과의 차이는 이들 구문의 사 
용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there 구문은 그 사용조건이 제시적 (presen 

tationa1) 성격을 띠는 반면， 장소구 전치구문은 사용조건이 제시적이지 않다. 다음과 같 
이 there 구문이 제시적 성격을 띠지 않고 목록 해석Oisting interpretation)을 가지는 경 
우에는 한정성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 There’s John, Mary, Bi1l, etc. 

실제로， 영어의 there 구문에는 존재 there 구문과 목록 there 구문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이들 중 존재 there 구문만이 한정성 효과를 나타낸다. 두 구문의 한정성 효과의 차 
이에 대해서 논평자가 지적한 대로 사용조건과 같은 화용론적 접근 방식이 있을 수도 있 
겠지만， 통사론적으로 두 구운에서의 be 동사가 서로 다른 형식 자질을 가진다고도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cf. Lee, K.-H. (995)). 본 논문은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9 논평자는 (33)에서 there의 경우 소절에서의 직접이동이 아니고 h 자리에 null 마R二pp 
과 대연쇄(CHAIN) 관계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tbere; ---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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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P there;/PPi [1' INFL [vp entered [sc 효꾀멕 til]]] u 
지정어-핵 일치 

주격은 [Spec, IP] 위치에 있는 there이나 PP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후치 명사 

구 NP는 제자리에서(in situ) 술어의 흔적(ι)과 지정어-핵 일치 (S야c-Head 

agreement)에 의하여 주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격부여 메카니즘은 다음의 점 

에서 이론내적인 문제를 가진다. 먼저，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주격이 부여된다 

는 점이다 10 최소주의 이론내에서는 주격자질은 시제절의 시제소만 가지므로 

(33)에서 제시된 술어와 지정어-핵 일치에 의한 주격 부여 방식은 문제가 된 

다. 또한 지정어 핵 일치는 격부여 방식이 될 수 없음은 다음의 스페인어 예문 

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34) ι멸고파열i 띠쁘딘 [t’ considerad!엎 [sc ti inte1igent얼]]J. 

the boys were considered-p1 intelligent-p1 

‘The boys were consider，어 intelligent.’ 

(34)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의 주어 ‘10s niños’는 논항 연쇄 (A-Chain)의 첫 구성 

원이다: <Lo흐고피열i， ti', ti>. 연쇄 조건(Chain Con버tion)에 의해， 이 연쇄는 단 

지 하나의 격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치 주어 ‘10s ni히os’만이 시제소로부 

터 주격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be통사， 과거분사， 형용사와 모두 세 번의 성， 

수 일치를 보이지만 격은 주격 하나만으로 허가된다. 이는 일치가 격 부여에 

무관한 자질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Hoekstra & Mulder (1990)가 취한 전치된 

장소술어의 분석의 또다른 문제점은， (33) 문장에서 소절 속의 술어가 [S야c， 

IP]로 이동한 위치에서 INFL로부터 주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술어는 논항 NP 

가 아니므로 격자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주의척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즉， Chomsky (1995)에서 허사 there을 

분석한 것과 같이， 이들 전치된 장소 술어는 D 자질만을 가지며 외현적으로 시 

연쇄로의 분석은 there는 논항 허사(argumental ex미etive)가 아닌 장소 허사Oocative 
ex미etive)라는 Freeze (1992)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there의 장소 허사로의 
분석 역시 본 논문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there 구문의 통사적 제약(cf. (25), (26))이나 
한정성 효과(cf. (29))를 잘 설명할 수 없다. 

10 격 할당자(Case assigner)가 풀이변 하나의 논항에 격이 두 번 할당되는 경우(cf 
Yoon & Yoon (1990))가 다음의 한국어 문장에서 발견된다 

( i ) 결순i 가 자기 l 부모에게는 [ti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위 문장에서 촬순l는 내포절과 주절에서 두 번 주격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33) 문 
장에서도 두개의 주격 할당자(지정어 핵 일치와 시제소)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치소(Agreement)는 격 할당자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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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의 강 D 자질을 점검하고， 내재적 통사부에서 후치 명사구의 형식자질의 

시제소로의 부가이동에 의하여 시제소의 격과 일치자절이 점검된다. 그러나 이 

러한 최소주의적 접근을 통한 격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there 

구문과 장소구 전치구문의 한정성 효과에서의 차이점은 설명되어 질 수 없다 

(cf. (29, 30))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ther:e를 장 

소 전치구문과는 달리 비대격동사의 외적 장소논향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장소 전치 구문과 there 구문을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소 전치구는 여타의 다른 술어 전치 (predicate fronting)와 마찬 

가지로 소절 속에서 전치된 술어이나((37) 참조)， there는 전치된 장소술어가 

아니라 비대격동사의 외적 장소논항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제약 

을 전제로 한다: 비대격동사가 내적 논항에게 부분 내재격을 부여하면 [Spec, 

VP] 위치 에 외 적 장소논항 there를 허가한다. 

(35) VP 

there V' L: \ V NP 

extem뼈-role I t 
inherent partitive Case 

there의 외적 장소논항으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현상과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 there 구문에만 나타나는 한정성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6) [IP them INFL [vp ti k arrived .a.잭쁘J]] 

t 
inherent partitive Case 부여 

위에서 보듯이 비대격동사는 그의 내적 논항인 부정 명사구Gndefinite NP)에게 

부분내재격을 부여하므로 there 구문의 한정성 효과를 설명할 수 았다(cf. 

BeIletti (1988)). 또한 부분내재격을 부여하는 비대격 동사는， 본 논문의 가정에 

의 하여， 그의 외 적 논항으로서 there를 허가한다. [Spec, VP] 위 치 에 기 저 생성 

된 논항 there는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에 의해 자신의 격자질을 점 

검 받아야 한다. there는 D 자칠과 격자질을 가지므로， [Spec, IP] 위치로 이동 

하여 INFL(시제소)의 강 D 자질과 주격자질을 점검한다. 한편， 시제소의 점검 

안된 일치자질은 내재적 통사부에서 후치 명사구의 자칠이동에 의해 점검될 것 

이다. 장소전치 구문은 den Dikken (1995)에서 제시한 술어 전치 (pre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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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ng) 구문과 마찬가지로 소절 속의 장소술어가 문장 앞으로 이동된 것으로 

분석될 수 었다 11 이러한 문장들에서 제기되었던 격문제는 최소주의적 가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될 수 있다. 

(37) bp Into the rOOffij INFL [vp waltzed [sc 따응끄꾀1 tj]] 12 

소절 속의 장소술어 PP는 [Spec, IP] 위치로 이동하여 시제소의 강 D 자질만 

을 외현적으로 점검하고， 내재적 통사부에서 후치 명사구의 형식자질의 INFL 

로의 부가 이동에 의해 시제소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이 점검된다. 그러므로 숨 

어 전치 (pr<어icate fronting) 구문에는 후치 명사구가 부정명사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술어 전치구문은 한정성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 

이， 이들 장소 전치구문이 능격화 효과(ergativizing effect)를 보이므로 이들 구 

문의 통사도 확대된 의미의 비대격동사로서 내적논항에 부분내재격을 허가한다 

면 왜 이들 구문에는 한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의심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부분내재격이 격할당자와 의미역 할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가된다는 

전통적 생성문법이론을 따른다면， 이들 장소 전치구문에서의 비대격동사는 소 

절 속의 명사구에 부분내재격을 허가할 수 없다: 소절 속의 명사구는 비대격동 

사가 아닌 전치된 장소구에게서 의미역을 받는다. 고로 이들 소절 속의 명사구 

는 의미역 할당자와는 상관없는 구조격을 받아야 하므로 장소전치구문에는 한 

11 den Dikken (995)은， 명사구가 이동한 구문과 there 구문의 차이점들( i , ii , iij)은 
논리형태부에서의 허사 대체 가설보다는 there의 전치된 장소술어로의 분석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제안한다. 

( i ) 결속(Bin버ng) 현상 

a. Some applicantsi seem to each otheri to be eligible for the job. 
b. *There seem to each otheri to be some applicantsi eligible for the job. 

( ii ) 약교차(Weak Crossover) 현상 
a. Someone. seems to hiSi mother to be eligible for the job. 
b. *There seems to hiSi mother to be someonei eligible for the job 

(iii) oruy의 영 역 (scope) 
a. *One man might onψ be in the garden. 
b. There might only be one nα1 in the garden. 

논리 형태부에서의 후치 명사구의 허사 대체(expletive replacement at LF) 가셜은 (a)와 
(b) 문장들의 문법성의 대조를 설명할 수 없다. den Dikken (1995)은， 후치 부정명사구가 
LF에서 범주이동하지 않고 there가 소절 속에서 [S야c， IPl로 전치된 장소술어라고 분석 
하변， 이러한 대조들이 설명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there의 전치된 장소술어 분석이 
아니더라도， 위의 대조들은 자질이동 분석 (Feature Movement Analysis)에 의해서 설명 
되어질 수 있다 즉. LF에서 이동하는 것은 후치 부정명사구 범주 전체가 아니라 형식자 
질만이 이동할 것이므로 이 명사구의 의미자질은 제자리에(in situ) 남아있게 된다 따라 
서 위에서 제시한 결속현상， 약교차 현상. oruy의 scope 해석에서 there 구문(b 문장들) 
과 명사구가 이동된 구문(a 문장들)이 서로 다른 문법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12 본 논문에서는 전치된 술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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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there의 전치 장소술어로의 분석이 해결하였던 다음 문장들의 비문성 

을 외적 장소 논항 분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38) a. *there saw a.꾀맥 the pigs. 

b.*야lere is kill어 힘끄웰. 

C. *there JL파쁘 laughed. 

(39) a. *there seems to [a .a stramæ manJ [that it is raining outside] 

b. *th히'e is likely [that 뇨띠 is taI]) 

c. *there strikes Tohn/someon~ that Mary is intelligent 

(38a)와 (39c) 문장들에는 타동사가 있어서 [Spec, VP] 위치에 외적 논항을 이 

미 허가했으므로， there가 이 위치에 기저 생성될 수 없는 것이다. (3&) 예문 

에는 비능격동사가 역시 [Spec, VP] 위치에 외적 논항을 이미 허가했으므로， 

there가 동사에 게서 외 적 장소논항올 받을 수 없게 된다.13 (38b)와 (39a, b) 예 

문들에는 내적논항올 가진 비대격동사가 있지만 이들 동사들은 내적논항에게 

부분내재격올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전제에 의해 [Spec, VP] 위치 

에 there를 생성시킬 수 없다(cf. (35)). 따라서 이들 문장에는 (40)에서 처럼 논 

항 there가 [Spec, IP] 위치에 직접 삽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의미역 이론 

(theta theory) 위 반이 다. 

(40) a. *[IP there [vP a man [v' laughed])] 

b. *[IP there [vP a man (y- saw the pigs]J] 

C. *’~[I빼I 

pa없rπti띠t디ive Case를 주지 못함 

13 익명의 논평자에 의하연， there가 비대격 동사구문에 외적 장소논항으로서 나타난다 
는 본 논문의 분석이， Chomsky가 Transitive Expletive Construction(TEC)이 존재한다 
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에는 TEC 구문 
이 존재하지 않는다. Chomsky (1995)가 제시한 TEC 구문은 영어가 아닌 Jonas & 
Bob려，jik (1993)이 연구한 Icelandic 언어 자료이다. 

( i ) [AgrP there painted [TP a student tr [AgrP [the house VP]]]] 

또한， Freeze (1992)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게르만 언어에서는 존재구문의 허사가 어휘적 
으로 locative 형태를 띠지 않고 pleonastic pronoun으로 나타난다 즉， 영어의 it와 똑같 

은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Swedish, German, Icelandic과 같은 게르만 언어에서는 존 
재구문 뿐만 아니라 비인칭 수동구문(Ímpersonal passive), 외치구문(extraposition) 모두 
에서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순수 허사 형태가 쓰인다. 이러한 사설로 미루어 볼 때， 
Icelandic 언어에서 존재하는 TEC 구문의 순수 허사를 영어의 there과 동일하게 취급하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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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논항의 [S야c， IP] 위치로의 직접적 삽입은 기능적 핵 (functional 

head)인 시제소의 형태자질점검은 만족시키지만， 이 위치에서 논항은 의미역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출과정은 완전해석원리를 어기게 된다. 따라서， 

there가 허사가 아니라 논항이라고 가정한다면 문장 (38)과 (39)의 비문성은 쉽 

게 설명될 수 있다. 즉， 주절 [S야c， IP] 위치에 ‘논항’ there가 직접 삽입되어 

완전해석원리를 어기게 되므로 이 문장들은 비문으로 맞게 예측되는 것이다 14 

셋째 ， there가 비대격동사의 외적 장소논항이라는 본 논문에서의 분석이 

Hoekstra & Mulder (990)의 장소술어의 분석으로 설명된 다음의 문장들을 설 

명해낼 수 있는지 보자. 

(41) a. there just may not exist a solution (to this problem). 

b. there occurred a catastrophe Gn that centUlγ). 

(42) a. there waIked a man into the room. 

b. there jumped a horse over the fence. 

(43) a. *there walked a man with a dog. 

b. *there jumped a horse right at the Queen’S 따rivaI. 

(41) 문장들에는 비대격동사가 내적 논항에 부분내재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Spec, VP]에 there를 생성시킬 수 있다. (42)와 (43)의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 

해서， 본 논문에서는 Hoekstra & Mulder (990)가 가정한 장소 전치구가 나타 

나면 비능격동사가 비대격동사로 변환(shift)될 수 있다는 제안을 수정 수용하 

겠다. 즉， 외적 장소논항 there가 장소 전치구와 부가어 연쇄를 통해 통지표될 

때 비능격동사가 비대격동사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소 전치 

구가 나타나지 않는 (43)의 예문들에는 이러한 동사의 변환이 없을 것이고 그 

결과 비능격동사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42)의 예문들에는 변환된 비대격 

동사가 내적 논항에 부분내재격을 부여하고 [Spec, VP]에 there를 생성시킬 수 

있다. 반면에， (43)과 같이 변환을 겪지 않은 비능격동사구문에는 there가 외적 

장소논항을 받을 수 없어서 비문이 되는 것이다 15 

14 Chomsky (1995)는 예문 (ii)의 비문성이 의미역 이론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 i) 1 believe [Johni to be [ti in the roomll 
(ii) *Ii believe [ti to be [John in the roomll 

(ii)에서처럼 논항을 내포절 [S맺c， IPl에 직접 삽입시킨 후 주절로 이동시키면， 이 논향 
은 의미역이 결여되고 따라서 완전해석원리를 어겨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15 논평자에 의하면， (i) 예문과는 달리 ( ii ) 문장은 정문이라고 한다. 

( i ) *there walked a man with a dog 
( ii) Into the room walked a man with a dog.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there 구문과 장소 전치구문을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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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there가 의미자질을 가지는 논항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생 

각해 보기로 하자.1.1에서 언급했듯이， Haegeman (1994)은 영어의 there 구문 

속의 허사 there는 지 시 의 미， 즉， deictic content를 지 니 는 부가어 there와는 분 

명히 다른 분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외적 장소논항으로서의 there는 주술관계의 주어 (subject 

of predication)로서 Kratzer (1988)가 명 명 한 stage-level 술어 의 D(avidsonian)

논항으로서 [S야c， VP]에 투사되지만， 장소 부사 there는 술어 의 논항구조에 

있지 않는 부가어 (adjunct)이 다. Kratzer (1988)는 stage-level 술어 가 사건 

(event)이나 시공간 위치 (spatio-temporal location)를 위한 여분의 논항 위치 

(extra argument position)를 가진다는 점에서 in버vidual-level 술어와 차이를 

보인다고 제안한다. 다음의 there 구문을 보자. 

(44) a. there are firemen available. 

b. *there are firemen altruistic. 

(44) 예문들의 문볍성의 대조는 술어의 서로 다른 자질에 기인한다. 즉， 

‘altruistic’은 individual-level 술어 이 나 ‘available’은 stage-level 술어 이 다. 따라 

서， stage-level 술어가 있는 (44a) 예문에만 d-논항으로서 there가 투사될 수 

있는 것 이 다 16 이 러 한 there의 d-논항으로의 분석 은 there 구문 속의 술어 는 

stage-level 술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실제로， Torrego (1989)가 언급했듯이， 

there 비대격동사 구문은 stage-level 술어이며 이 술어는 다음과 같은 논항구 

조를 가진 다 [+theta assigner +d-assigner]. 17 따라서 비 대 격 동사 stage-level 

술어 논항구조의 일부인 d-논항으로 투사되는 there는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부가어인 장소 부사 there는 자유로이 생략될 수 있다. 

있다. 즉， 장소 전치구문은 술어 전치 (predicate fronting)의 하나로 소절의 장소 술어가 
전치된 것으로 본다. (ii) 문장은 Hoekstra & Mulder (1990)의 가정대로 장소구의 출현 
으로 비능격동사가 비대격동사로 바뀌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iii) [Into the roomj INFL [vp walked [sc a man with a dog tJ]] 

(i) 문장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대로， 외적 장소논항과 부가어 연쇄를 형성할 장소구가 
없기 때문에 ‘walk’ 동사가 비능격동사로 남게되어 [S∞ι VP] 위치에 there를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iii)에서 밑줄친 명사구는 소절의 주어로 
분석되므로 비대격동사로 변한 ‘walk’에게서 직접 의미역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분내재 
격을 받을 수 없다: (ii)와 같은 장소 전치구문은 한정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16 이러한 d-논항은 Torrego (1989)가 스페인어의 비대격동사 구문에 숨겨진 장소논항 
(hidden locative argument)으로서 제안한 바 있다. 

17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장소 부사구는 d-논항 there과 부가어 연쇄를 이룬다 
고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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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there) anived a man. 

b. 1 saw Bill (there) last week. 

한편으로， 본 논문에서는 d-논항을 대표하는 외적 장소논항 there는 부사 

theret.t 여타 장소구Oocative PP)와는 달리 지시적 의미는 결여한다고 가정하 

고자 한다. 이 가정에 따라서， d-논항 there는 장소 부사 there과는 달리 독립 

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초점 강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46) a. *Where are three pigs escaping? there (are three pigs escaping). 

b. Where did you see Bill last week? (I saw Bill) there Oast week). 

(47) a. *πlere are three pigs escaping. 

b. 1 saw him (right) there. 

마지막으로， 이 러 한 본고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음의 Burzio 정 리를 재검토해 
보자. 

(48) Burzio 정 리 (Burzio’ s Generalization) 

어떤 동사가 외부의미역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동사는 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If a verb does not assign an extemal theta-role, then it 
does not assign Case.) 

다음의 예문들은 위의 Burzio 정리에 잘 부합된다. 

(49) a. *arrived her 

b. shei aπived ti 

c. *was appointed her 

d. shei was appointed ti 

Burzio 정리에 따르면， (49a)의 비대격동사나 (49c)의 수동동사(passive verb)는 

외부논항자리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내부논항 명사구에 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명사구들은 주격을 받기 위해 (49b, d)에서 보듯이 

[Spec, IP] 위치로 이통한다. 그러나 Belletti (1988)는 외부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는 비대격동사가 내적 논항 위치의 비한정명사구에 부분내재격을 부여한다 

는 제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Burzio 정리를 구조격에 제한시킨다. 

(50) Belletti 0988, 주석 9) 

외부의미역이 할당되지 않는 구문에서 (내부논항위치에 있는) 목적어 

명사구는 “구조격”이 결여된다. (Lack of “ structuraJ" Case for the 

object NP in structures where no extemal theta-role is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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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Belletti (1988)는 내부논항 비한정명사구에 부분내재격을 부여하 

는 there 구문과 같은 비대격동사 구문에는 Burzio 정리가 맞지 않는다고 제안 

한다. 그러나 본고의 제안대로 there가 허사가 아닌 외부의미역을 가진 d-논항 

이 라면 Belletti처 럼 Burzio 정 리 를 구조격 에 한정 시 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Burzio 정리에 따라， 비대격동사가 외부의미역을 there과 같은 d-논항에 부여 

할 때 내부논항 비한정명사구에 부분내재격을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51) 주격체계(Nominative Case System) 언어의 모든 동사는 Burzio 정리에 

종속되어 있다.18， 19 

4. 결 론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본 논문에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 there 구문에서의 there는 허사가 아닌 외적 장소논항으로 분석가 

능하다. 

둘째 ， there 구문과 장소 전치(Iocative inversion)구문의 한정성 효과에서의 

대조는 두 구문의 통사적 차이에 기인한다 there는 외적 논항인 반면， 전치된 

장소구는 소절 속의 장소 술어이다. 

셋째， stage-level 술어인 비대격 동사는 내적 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하고 외 

적 논항에는 지시적 (deictic) 자칠을 결여한 there에게 d-논항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주격체계 언어에서의 동사들은 모두 Burzio 정리에 종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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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Construction and Locative Argument 

Man-Ki Lee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following. First, it aims to show that in the 
EngJish there-construction, the expJetive there can be considered as a 
locative extemal argument within the Feature Movement Ana1ys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Minima1ist Program of Chomsky (1995) and Lasnik 
(1995). Second, it will be proposed that the verbs in Norninative Case 
System are all subject to Burzio' s Generalization. There has been a number 
of an머yses proposed on English there-construction in the generative 
grammar tradition. Especia11y with the launch of the Minima1ist Program, its 
anaJysis has taken on a renewed theoretica1 significance. In particular, 
Chomsky (1995) proposes that there is a pure expletive that Jacks Case and 
phi-features but contains D feature, which suffices to satisfy EPP (strong D 
feature of tense). For Lasnik (1995), the expJetive there bears a Case of its 
own, while the inherent partitive Case is the only Case available for the 
associate NP. This paper, however, points out probJems of the an려ysis of 
there as an pure ex미e디ve or as a preposed locative predicate (Moro (1991), 
Hoekstra & Mulder (1990)).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can be resolved 
if we consider the expletive there as a locative extema1 argument, i.e. 
d-argument in the sense of Kratzer (1988). In addition to this, reconsidering 
the ideas of Belletti (1988), 1 argue that verbs in Norninative Case 
languages are a11 subject to Burzio’s Genera1ization, because unaccusative 
verbs that assign inherent partitive Case to the intemal argument NP do 
assign an extema1 theta-role to there, the locative d-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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