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 의미-화용적 접근 

1. 들어가는 말: 무엇이 문채인가? 

이 인 영 i 

존재문 연구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점 중의 

하나는 상호모순되는 이론들의 난립이다. 존재의 문제는 신학， 철학， 언어학적 

관심의 한가운데를 차지해 왔지만 각 분야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 

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 내에서도 학파 혹은 연구자에 따라 매 

우 다양한 견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존재라는 것이 인 

지와 사고의 기본을 이루는 원초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 

에) 보는 관점이나 차원에 따라 다의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존재 

문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예컨대， 지시성이나 한정성， 부분성 등

에 대한 일치된 의견의 부재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 

해 자체가 상이하거나 모호하므로 연구논저들 간의 비교검토가 힘들 뿐 아니 

라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주장이지만 상이하게 보인다거나 혹은 그 거꾸로인 

경우들도 허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존재문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관련용 

어 및 기존연구들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출발점으로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존재문에 대한 연구는 영어권 내 통사론 쪽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이는 말할 펼요도 없이 영어 존재문이 허사를 갖을 뿐 아니라 어순 

을 도치시킨다는 이례적인 구문적 특징을 갖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허사가 

존재하지 않고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관사도 부재하는 러시아어에 영어 

권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일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이러 

한 의미에서 러시아어 존재문에 대한 연구는 언어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존재 

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존재문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 중 본 논문의 조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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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관련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올 들 수 있다. 

(1) 존재문의 정의와 범위: 처소표현(앞으로는 LOC) 및 BE 사용의 필수성 여 
부， 존재론적 구문(ontological construction) , 처소문Ooca디ve construction), 

제시문(presentative construction) , 소유구문의 포함 여부 

(2) 존재와 직시， 처소 간의 상관성 
(3) LOC 및 주 명사구(앞으로는 NP)의 화제성 및 주어성 
(4) BE를 보는 관점: 존재사인가， 연계사인가 

(5) “한정성제한가설(Definiteness Effect)"의 유효성 

본 논문의 목표는 이상의 논점들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통해 존재문의 의 

미-화용적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행으로서의 존재문의 기능을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취하는 기본전제는 어떠한 구문이나 범주도 

명확한 경계를 갖기보다는 전형적인 것으로부터 주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적어도 필자로서는 이러한 전제가 형식화 

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구조와 사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현실적인 태 

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엄격한 통사 

적 혹은 의미적 기준에 의거해 “존재문” 혹은 “비존재문”식의 분류를 취하기 

보다는 전형적 존재문을 중심으로 주변적 변이형이나 유사구문틀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들의 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약한 폰재문 

,f (=제로존재문) 
존재론적 구문 수= 전형 적존재문 

(=BE존재문) 

、

=송 처소문 

、

4것 

비(非)BE존재문 =} 제시문 

일반서술문 

잠정적으로， 러시아어 존재문의 가장 전형적 구문형태는 “LOC + BE + 

NP"로， 전형적 의미는 “특정처소에 어떠한 객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올 진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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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재와 처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어딘가에 존재하며， 

아무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K삶m 1966:258) 

2. 1. 존재문에서 처소는 필연적인가， 선택적인가? 

위의 인용구는 존재와 처소 간의 본질적 불가분성을 명정하게 보여준다. 이 

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처소론자들은 존재문에서 처소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Kuno(1971), Lyons(1967; 1968; 1975), Bolinger(1977), ApyTIOHoBa H mHp.sleB 

(1983) 등을 보라). 이들에 의하면， 표층에 LOC가 부재하는 존재문도 실은 처 

소가 보편성이나 임의성， 혹은 복구가능성으로 인해 생략된 구문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존재문에서 처소를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Milsark(1976) , Lumsden (988) , Chvany(975) , Babby(980) 동을 보라). 이 들 

에 의하면， 존재문은 무엇의 존재를 단언하는 구문이므로 그것이 어디에 존재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두 견해 간의 절충안으로， 

존재문의 의미구조에는 처소라는 논항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표층의 LOC 

는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선택적이라는 견해도 있다(Hanny0985) ， Vil

kuna(1995)를 보라). 과연 어느 견해가 옳은 것인가? 

처소의 필연성에 대한 논란은 주로 영어 존재문의 there와 관련하여 전개되 

어 왔다. Kuno0971:377)는 “There is a book on the table."의 파생 과정 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심 충”저 변구조 A book is on the table. 
초기 구조:(주어 진 정 보로서 의 LOC 도치 ) On the table is a book. 

LOC후치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There존재문을 LOC도치구문 및 상웅하는 비(非)there구문과 근접시키는 

이러한 시도는 이들 간의 유관성올 보이고 허사가 있는 존재문을 갖는 언어 

와 그렇지 않은 언어 간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다. 그러나， 영어의 구체적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비판들은 차치하고라도(이 

점에 대해서는 Milsark 1976:79-86을 보라)， Kuno 가설의 핵심이라 할 “주어 

진 정보로서의 LOC 도치” 부분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어진 정보는 문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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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므로 LOC가 NP의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이 가설은 존재문의 LOC가 반 

드시 주어진 정보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존재문의 LOC가 항상 주어진 정 

보이지는 않다: 아래 예 (1)을 보라. 존재문에서 처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LOC가 주어진 정보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쿄 아니다. 

존재문의 원초적 처소성에 대한 또다른 대표적 이론으로 영어 존재문의 허 

사 there를 직 시 적 처 소부사 there의 추상화된 형 태 로 간주하는 Lyons (1967; 

1968)를 들 수 있다. 허사 there와 처소부사 there 간의 연계에 대한 지적은 

존재문의 본질적 직시성을 간파하고 있다. (그 연계는 다음과 같이 직시적 소 

사(小詞)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John is there."(처 

소부사) • “There's John!"(직 시 적 소사) • “There ’s John at the door."(허 

사) ) 존재문은 직시문과 마찬가지로 어디 혹은 무엇을 가리킴으로써 그것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다만， 존재문은 직시문이 갖는 즉각성이나 

가시성 조건이 없는 대신 처소 혹은 객체가 아니라 객체가 어딘가에 존재하 

고 있는 상황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존재문은 

추상화된 직시문이라 할 수 있다. 허사 there의 처소부사 기원셜은 허사 there 

와 처소부사 there 간의 음운론적， 구문론적 차이에 근거한 비판-Allan 

(1972) , Sampson (1972) , Brevil‘ (1981)을 보라-을 받아왔지만 대부분의 차이 
가 표층적이거나 영어의 특수한 현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판은 이 이론 

의 통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러시아어나 우리말 

과 같이 존재문에 허사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에서 LOC가 그 자리를 차지 

한다는 사실은 이 이론에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처소이론의 문제점은 존재문의 처소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존재문과 

처소문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처리해버림으로써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는 데 있다. 비근한 예로， Lyons (1968: 495)는 “There 

are lions (in A펴ca)."는 존재문으로 그러나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은 처소문으로 칭하고 있는데 두 예문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뚜렷이 밝히 

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을 처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The book is on 

the table."과 같은 명백한 처소문 간의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지 의문스럽다. 

처소이론이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은 약점을 갖는다고해서 반처소이론이 좀 

더 신빙성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there가 존재문의 의미구조 자체에 존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삽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존 

재문의 there를 LOC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든 반처소이 

론들이 일치한다. 이들이 존재문의 처소를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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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There is God." 혹은 “There are unicoms."와 같이 소위 그들이 말 

하는 “절대적 존재문”이 LOC가 생략된 것이 아닌 온전한 구문이라는 데 있 

다. 그들은 “There are lions."가 “Lions are somewhere."로부터 도출된다는 

LyonsC1968:499)의 주장을 비 직 관적 이 라고 반박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There are u띠coms.”는 맥락 및 억양에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 의 미 를 갖을 수 있다. 하나는 “Unicoms exist."에 가까운 의 미 로 이 

때에는 “are"에 문장강세가 떨어진다. (이 경우 “U띠coms e엉st."의 의미에 근 

접하지만 그것과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님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또다른 하 

나는 화자의 가시권 내에 일각수들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LOC는 

상황에 의해 명백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대개는) “unicoms"에 강세가 떨어진 

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나 우리말에서는 전자는 “EllHHoporH eCTb."(일각수는 

있다.)， 후자는 “ECTb ellHHoporH."(일각수들이 있다.)라는 상이 한 표현을 갖는 

다. 처소론자들이 후자적 해석만을 주장한다면， 반처소론자들은 전자적 해석 

만을 주장한다. 필자로서는 전자적 해석을 갖을 때에는 존재론적 구문에 접근 

하는 반면， 후자적 해석을 갖을 때에는 존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 

겨진다. 그러나， 전자적 해석의 경우에도 존재론적 구문에 “접근”하는 것일 뿐 

“Unicoms exist."와 같은 전형 적 인 존재론적 구문과는 구별된다는 점 에 유의 

하라. 필자의 견해로는 처소론자나 반처소론자나 모두 “There are unicoms." 

와 “Unicoms exist."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처소론자의 이러한 

동일시의 예로는 Lyons 1968:499를 보라.) 

우선 전형 적 존재론적 구문인 “EllHHoporH cyw.eCTBytOT ."( =“Unicoms exist.") 

를 보자. 동사 “CYW.eCTBoBaTb"(존재하다)는 명사 “cyw.eCTBo" (본질)로부터 파생 

된 것으로 “본질을 갖음”을 돗한다. 본질은 탈시공적 개념이므로 존재론적 구 

문은 LOC와 함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 따라서 존재론적 구문에 관한 

한， 반처소론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처소론자들은 이 경우에도 보 

편적인 혹은 임의의 처소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존재론적 구문과 

존재문을 혼동한 결과이다. 펼자의 주장은， 한 마디로， 존재론적 구문에서 단 

언되는 존재와 존재문의 그것이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존재론 

적 구문은 존재문의 핵심이나 한 유형이 아니라 존재문 영역 밖에 위치한다. 

존재론적 구문이 흔히 존재문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은 존재론적 구문이 어 

1) 시간은 공간으로부터 추상화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처소에 속하는 것 

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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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객체의 존재를 단언하며 따라서 존재문의 의미론적 정의에 완벽하게 부 

합된다는 오판에 근거한다. 존재론적 구문이 객체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때의 존재란 어떤 본질 (cym，eCTBo)을 갖는 절대적이고 추상적이며 

탈시공적인 개념(concept) 혹은 유형 (ηpe)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즉， 존재 

론적 구문은 시공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개념-유형에 대해 그것이 존재함을 

서술하는 일종의 총류적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개념-유형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의 존재사실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며 화자는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단언한다. “E,llHHOpOrH cym,eCTByIOT." (일각수는 존재한다.) 혹은 

“nell-Mop03 cym，eCTByeT."(산타클로스는 존재한다.)라는 발언은 일각수 혹은 산 

타클로스의 존재여부가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일각수 혹은 어느 한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일각수， 산타클로스라는 개념-유형에 대해서 그것이 존 

재한다는 화자의 믿음을 서술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개체에 대해서 

는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Cama cym，eCTByeT."(사샤는 존재한 

다.) 혹은 *“MoR 6paT cy띠eCTByeT."(내 동생은 존재한다.)와 같은 표현은 통상 

적 맥락에서는 불가능하다. 얼핏， 존재론적 구문은 의미적 중어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중어법이 아니다. 그것에 대하여 서술되기 위 

한 전제로서의 존재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외연을 갖는다는 조건만 만족시키 

면 충분할 뿐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외연과 존재의 관계 

에 대해서는 Thrane 1980:27- 28을 보라). 일각수는 잠재적 외연을 갖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 “일각수는 존재한다는 잠재적 외연을 갖는 

객체-파일이 실세계에-좀더 정확히는， 화자의 믿음세계에 투사된 실세계에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중어법이 아닌 합법적 서술이다.2) 반면， 존재문은 개념

유형에 대해 그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소 내에서 그것이 시 

공적으로 구현된 구체적 객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3) “Bo 

llBope eCTb ellHHoporH."(마당에 일각수들이 있다.)에서는 일각수라는 개념-유 

형의 존재는 이미 논란거리가 아니다. 여기서 “일각수들”은 발화당시 마당이 

2) 다른 식의 설명도 있올 수 있다. Gazdar(1979) 식의 화용적 접근에서는 주어에서 
는 존재가 전제되고 술어에서는 존재가 합의될 때 주어에서 전제되는 폰재는 전제 

보다 위계가 더 높은 합의에 의해 취소된다고 볼 수 있다. 

3) 존재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언”이라는 용어 대신 “진술”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은 폰재론적 구문에서처럼 주관적 주장을 펴는 “강한 단언”으로부터 

단순히 사실을 언급하는 “약한 단언”올 구별시키기 위해서이다. “강한 단언”과 “약 

한 단언”에 대해서는 Hooper(197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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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처소에서 구현된 구체적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존재문에서 객체의 존재 

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처소를 배경으로 상정하지 않고는 인지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nell-Mop03 eCTb." (산타클로스는 있다.)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 

추상적 어 휘 가 습득되 지 않은 아이 들의 말에 서 는 이 것 이 곧잘 “nell-Mop03 

cym,eCTByeT." (산타클로스는 존재한다.)를 대치한다. 그러나 적어도 충분히 성 

숙한 어른들의 말에서는 이 둘은 미묘하지만 차이를 갖는다. 후자가 추상적 

차원에서의 존재의 단언으로 인지되는 데 비해， 전자는 좀더 구체적 차원에서 

의 존재의 단언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문체론적 차이에만 기인하 

는 것은 아니다. Cym，eCTBOBaTb가 절대적 탈시공적 존재를 표현한다면， eCTb의 

사용은 (LOC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건 처소와 연관된 존재를 상 

정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2.4.를 보라). 이 경우야말로 처소론자들의 주장처럼 

보편적이거나 임의의 처소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전 

형적 존재론적 구문과 존재문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잠정적으로 약한 존재론적 구문이라 칭하겠다. 처소론자들이나 반처소 

론자들이나 모두 약한 존재론적 구문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존재론적 구문과 존재문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존재문 연 

구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2.2. LOC의 화제성 논란 

처소가 존재문에서 필연적 요소라는 주장이 처소가 필수적인 또다른 구문 

인 처소문과 존재문 간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많은 언어 

들이 존재문과 처소문을 구별시키는 수단올 가지고 있고， 모국어사용자들은 

이들 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한다. 존재문과 처소문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객체와 처소 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 및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다. 

처소문은 기왕에 담화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객체에 대하여 그 

것의 위치를 서술한다. 이때 객체의 위치는 객체를 특정지우는 자질로 받아들 

여진다. 비유적 표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좀더 확연히 드러난다: “OH B TY

nHKe끼그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를 보라. 반면 존재문은 어떠한 객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어떠한 처소 내에 어떠한 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 

의를 환기시킬 뿐이다. 따라서 존재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불가능 

하다*“B TynHKe eCTb KaKoß-TO 'IeJlOBeK."(막다른 골목에 어 떤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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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코 더이상 희망을 갖기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 

다. (이 말을 추상적인 처소가 존재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로 곡해해서는 안된 

다. 추상적 처소는 존재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Y HerO Ha COBeCTH ÕORbmofi 

rpex."(그는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낀다U가책이 있다].)) 처소문이 객체와 그에 

대한 서술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정언판단(categorica1 judgement)을 

반영한다면， 존재문은 어떠한 처소 속에 객체가 포함되어있는 상황을 총체적 

으로 표현하는 제언판단(thetic judgement)을 반영한다(정언판단 및 제언판단 

에 대해서는 Kuroda(1972) 및 Sasse(1987)을 보라). 

중립적 맥락의 경우， 러시아어에서는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의 경우에도 부 

차적으로는) 처소문과 존재문 간의 차이는 어순에 의해 드러난다. 처소문은 

NP + LOC의 어순을， 존재문은 LOC + NP의 어순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어순 

은 명백히 도상적 Gconic) 이다. 즉， 처소문은 NP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것이 지 

칭하는 객체에 대해 언급하는 반면， 존재문은 LOC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처 

소 내의 상황을 묘사한다. 러시아어와 영어 및 우리말에서의 처소문과 존재문 

을 비교해 보자. 

러시아어 영어 우리말 

처 소문 KHHra Ha CTOJle. The book is on the table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존재문 Ha CTOJle eCTb KHHra.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처소문과 존재문을 구별시키는 주요수단이 러시아어에서는 어순， 영어에서 

는 정/부정관사(및 부차적으로 어순)， 우리말에서는 조사(및 부차적으로 어순) 

라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처소문의 NP는 존재문의 그 

것과는 달리 주어진 것이자 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존재문에서의 처소와 객체 간의 관계와 처소문에서의 그것 

이 논리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언어적으로는 다르게 파악된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서， 논리적으로는 두 구문 모두 객체가 처소 안에 있다는 동일한 진리 

치를 갖지만， 존재문은 처소의 관점에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묘사하 

는 반면， 처소문은 객체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묘사한다. 무엇 

을 출발점으로 하여， 무엇의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은 결국 화제 (topic)의 

문제로 귀착된다. 

화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본 논문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103 

여기서는 이에 대한 펼자의 논문(1996)에 입각해 불가피한 것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화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 정의는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혹은 “발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혼히 “주어진 것” 혹은 “전제되는 것” 

으로 간주되곤 한다. 어떤 의미에서건， 처소문의 NP는 화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존재론적 구문의 NP 또한 화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도 상기하라.) 반 

면， 존재문의 NP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존재문의 LOC01 다. 대부분의 저술들이 이를 화제로 간주하기는 하 

나(KpWlOBa H XaBpoHHHa(1984:23-24) , Babby (1980:96-101) , King(1995:68-69) 

등을 보라) 이들이 다루는 예들이 LOC가 담화영역 내에 이미 주어진 경우이 

거나， 아니면 맥락이 배제되어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어 

서 LOC가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닐 경우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존재문의 LOC는 담화영역 내에 이미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다음 예를 보라. 

(1) Ha μope Ha OKeaHe, Ha OCTpoBe Ha 6yJlHe CTOJl.na He6o.nbmaJl BeTXaJl 

H36ymKa; B ToR H36ymKe lI<H.nH CTapHK lla CTapyxa. Jl<H.nH OHH B Be.nHKoR 6ell

HOCTH; ... Pa3 KaK-TO 3aKHHy.n CTapHK CBOIO ceTb, Ha'la.n TJlHyTb, H nOKa3a

.nOCb ewy TaK TJllI<e.no, KaK lloce.neBa HHKorlla He 6I>1Ba.no; e.ne-e.ne BI>ITJlHY.n. 

CMOTPHT, a ceTb nycTa; BcerO-HaBcero OllHa p잉6Ka nona.naCb, 3aTO p잉6Ka He 

npoCTaJl -- 3o.nOTaJl. (3o.noTaJl pl>l6Ka) 

‘바닷가， 황량한 섬에 조그만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네; 그 오두 

막에는 할아범과 할멈이 살고 있었지. 그들은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네; 
. 한번은 할아범이 자기 그물을 던지고는 당기려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그래 
본 적이 없게 무겁게 여겨지더란 말일세. 겨우겨우 잡아당겼지. 보니까， 그물 

이 비었네그려. 겨우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린건데 그놈이 보통 것이 

아니라 황금 물고기더라구.’ (<황금물고기 >l 

위 텍스트 첫머리에 나오는 존재문의 LOC인 “바닷가， 황량한 섬에”는 주어 

진 것으로 볼 수 없는 한편， 두 번째 존재문의 LOC인 “그 오두막에는”은 이 

미 주어진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서 조사 “에”와 “에는”의 차이에 주목하라.) 

주어진 것이건 아니건 전형적 존재문의 LOC-즉， 어두에 나오는 LOC-는 

문장발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화자는 주어진 것을 출 

발점으로 삼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문장발화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 

더라도 화자는 자신의 문장발화를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하고 무엇에서부 

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하여 화행계획을 짜게된다. 이때 빈번히 



104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출발점으로 선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공표현이다. 그러나 LOC를 화제로 간 

주하기에는 몇 가지 답해져야할 것들이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화자가 무엇 

인가를 출발점으로 삼고자하여 자신의 의식 속에 부탱시키는 파일은 객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처소는 객체가 아니지 않은가?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처소와 객체 간의 경계는 아주 융통 

적이다. 예 (1)의 개3õyml< a"와 “B ToR 1I 3õyml< e"에서 알 수 있듯이 객체는 쉽게 

처소화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특별한 문체나 맥락에서는 존재문 

의 어순이 변형될 수 있어서 BE + LOC + NP, NP + BE + LOC, 혹은 BE 
+NP+LOC 둥이 가능한데 이처럼 LOC가 문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 
떻게 볼 것인가? 우선， BE + LOC + NP를 보자. 

(2) ECTb Y Hac 0뻐H 3HaKO뻐R ‘48JIb'lHK. 

‘우리가 아는 한 소년이 있어요.’ 

구어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존재문은 상투적으로 예 (2)와 같은 어순을 갖는 

다. 술부를 문두에 배치시켜 표현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구어체 이야기의 전형 

적 특징이다. 즉， BE의 문두 배치는 구어체 이야기라는 장르의 일종의 신호탄 

으로 볼 수 있다. 이때 LOC는 문두에 나오는 전형적 존재문에서의 그것에 비 

해 통보기능량<Communicative dynamism)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두에 놓여 

지는 BE는 객체-파일이 될 수 없으므로 출발점은 여전히 LOC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화자가 어떤 객체-파일올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그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결코 표층의 문두에 놓인다는 의미는 아니 

다.5) 

다음， 존재문의 NP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맥락에서는 NP(강한 강 

세) + BE + LOC의 어순이 가능하기도 하다. 예컨대 창밖을 바라보던 화자 
가 방안의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상정해 보자. 

(3) -- Bo nsope KaKoR-TO 'leAOseK. ‘마당에 어떤 사람이 있어.’ 

-- 4TO? ‘뭐 라구?’ 

4) “통보기능량”에 대해서는 Firbas(l964; 1966; 1974)를 보라. 

5) 이 점에서 필자의 “화제”는 Ha11iday( 1967)의 그것과 차별된다. 그는 화제와 문두 
를 (거의) 동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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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꺼-TO 4EflOBEK BO nBOpe. ‘어 떤 사람이 마당에 있다구.’ 

(대문자는 강한 문장강세표시 임)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때 화자가 어 

순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혼하다. 이때 두 번째 존재문의 경우 화제구조는 이 

차에 걸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전형적 존재문처럼 LOC를 

출발점으로하는 구조를 갖지만 그후 NP에 좀더 초점을 주어야하는 화용적 

필요에 의해서 초점 -NP는 문두로 옮겨져 이차적 화제가 된다. 이때 LOC는 

(이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일차구조에서는 화제였던 역사를 갖는 

다. 

BE + NP + LOC의 경우도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웅 

답존재문을 보라. 

(4) - 3neCb eCTb Tene~OH-aBTOMaT? 

‘여기 공중전화 있어요?’ 

- ECTb aBTOMaT 3a yrnoM, eCTb TaK*e OKOnO Mara3HHa. 

‘공중전화는 코너에도 있고 상점 옆에도 있어요.’ 

(ApyT~HoBa H mHp~eB 1983:65에서 인용) 

예 (4)에서 웅답자는 질문자의 의도가 공중전화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임 

올 알고 그에 적절하게 답하기 위해 LOC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러한 어 

순은 “ 3a yrJIOM eCTb aBToMaT." 및 “OKOJIO Mara3HHa eCTb aBToMaT."라는 일 차 

구조로부터 화용적 필요에 의해 초점인 LOC를 (초점의 일반적 위치인) 문장 

끝으로 옮기는 변형을 통해 이차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전형적 존재문의 LOC는 출발점 역할을 담당하며， 이차적 변형이 일어나 

는 경우에도 LOC는 적어도 일차구조에서는 출발점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는 존재문이 LOC가 지칭하는 처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보자. 출발점으로서의 화제가 발화자가 어떻게 발화를 구성하는 

가의 문제라면， “대함성”으로서의 화제는 청자가 발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 (1)의 첫 문장발화는 “바닷가， 황량한 섬”에 대한 것 

인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발화는 “그 오두막”에 대한 것인가? 이 문제 

에 답하기에 앞서 “대함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장발화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올 받았을 때 대부분의 웅답자들은 우선적으로 

담화차원에서 그 문장발화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고려하게된다. (편의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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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화주제”라 부르자.) 이 경우 맥락에 대한 고려는 펼수적이다. 확대된 맥 

락을 안다하더라도 담화차원에서의 “대함성”은 텍스트의 총체적 차원에서부 

터 지역적， 국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차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동일 차 

원 내에도 여렷이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 

고 담화의 진전에 따라 수정， 확대도 가능한 매우 융통적이고 복잡한 개념이 

다(보다 자세 한 사항은 이 인 영 (1996)을 보라). 예 (1)은 텍 스트의 첫 머 리 로서 

담화주제를 이룰 객체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담고있다. 일단 “오두막”이 담화 

주제의 가능성을 지닌 객체로 소개되지만 그것은 곧 다시 다음 소개의 배경 

으로 작용하면서 핵심적 담화주제로부터 멀어진다. “할아범과 할멈”은 뒤이어 

조웅적 대명사로 받아지고 화제 및 주어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강력한 담화 

주제 후보로 부상한다. 특히 “할아범”은 계속적으로 화제 및 주어로 나타나므 

로 더욱 그러하다. 일단 사건이 시작된 후에도 새로운 등장인물인 “황금물고 

기”가 소개되어지고 이것 또한 이후 화제 및 주어로 계속되면서 담화주제로 

부상한다. 한편， 첫 문장발화의 “바닷가， 황량한 섬”은 배경으로 주어진 것일 

뿐 앞으로 담화주제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존재문 

의 처소는 배경으로 남아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처소가 다음 발화들에 

가서는 (객체화하면서) 담화주제의 일부로 부상하기도 한다. 

(5) y MeH~ B kOMHaTe eCTb caMOBap. Y MeH~ B kOMHaTe Tak*e eCTb Tene

BH30p, TenelþoH H KOMn뻐Tep. H OqeHb nOBoneH Moeß KOMHaToß H 6naronapeH 

ponHTe~M 3a He!!. 

‘내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내 방에는 또한 TV, 전화， 컴퓨터도 있 
다. 나는 내 방에 매우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한다.’ 

예 (5)는 궁극적으로 “내 방”이라는 처소-객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담화주제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존재문 발화시 

처소가 이미 담화주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후 담화가 진전되면서 

그러한 해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첫 문장발화를 들었을 때 청자는 아직 결 

정적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에 의해서) “내 방”보다는 

오히 려 “사모바르”를 담화주제 후보로 간주할 가능성 이 높다. 이 가능성 은 이 

후 계속되는 담화맥락에서 수정되게 된다. 

요컨대， 존재문의 처소가 담화 상에서의 “대함성" 즉， 담화주제를 구성할 

가능성은 적긴하나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맥락독립적 

으로 한 문장만 주어진 상태에서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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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경우-다시 말해서， “대함성”이 담화차원에서가 아니라 문장의 논리의미 

차원에서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예컨대， “y MeH~ B KOMHaTe eCTb ca

MOBap."(내 방에 는 사모바르가 있다.)라는 문장이 “내 방”에 대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정언판단 및 제언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언판단은 논리의미적으로 객체에 “대한” 것인 반면， 제언판단 

은 그러한 “대함성”을 갖지 않는다. 처소문 및 존재론적 구문이 정언판단을 

반영한다면，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존재문은 처소와 객체가 비분리된 제언판 

단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문은 NP가 지칭하는 객체에 대한 것이 아 

닐 뿐 아니라 LOC가 지칭하는 처소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위의 존 

재문은 “사모바르”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내 방”에 대한 것도 아니다. 존재문 

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무엇-특히 담화주제의 후보-을 

소개할 수는 있어도 존재문 자체가 무엇에 대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존 

재문의 LOC는 문장발화의 출발점일 수는 있되 그 문장발화가 LOC가 지칭하 

는 처소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재문의 LOC는 전형적인 혹은 온전 

한 화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비분리발화 내에서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반쪽 짜리” 화제이다.6) 

2.3. 존재문에서의 주어 논쟁 

존재문과 처소문에서의 LOC 및 NP의 위상의 차이는 화제성뿐 아니라 주 

어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일단 처소문의 NP가 주어로 인정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존재문의 경우에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전통적으로 

많은 언어들에서 존재문의 NP는 주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히 그 NP가 주격을 띠고 있으며 BE와 문법적 일치를 보인다는 점에 근거한 

6) 특별한 맥락에서는 처소문의 LOC도 화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의 화제는 초점이 화제화된 제이차 화제에 해당한다. 다음 대화를 보라. 

A: - 3Ta 6amH꺼 HaxonHTC~ B Kpewne. ‘그 탑은 크레블린에 있어.’ 

B: - rne? ‘어디에?’ 

A: - B KPEMRE HaXOnHTC~ 3Ta 6amH~. ‘크레블린에 그 탑이 있다구.’ 

위의 대화에서 A의 두 번째 발화의 LOC는 초점이 화제화한 경우로 이것은 존재 

문 LOC의 본래적 화제성과는 구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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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다. 그런데 주어라는 개념은 주격이나 문법적 일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다요인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Keenan(1976)을 보 

라). 논리적， 심리적， 문법적 차원에서 주어가 각기 다르게 정의됨은 널리 알 

려져 있는 사실이다. 간략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 

논리적 주어라면， 화자가 자신의 발화의 기점으로 삼는 것을 심리적 주어라 

할 수 있고， 문법적 일치나 조정 둥의 문법적 준거가 되는 것을 문법적 주어 

라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존재문의 NP는 문법적 차원의 주어 

는 될지언정 논리적， 심리적 차원의 주어는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좀더 깊 

이 생각해보면， 문법적 차원에서조차도 과연 그것이 주어일 수 있는가라는 의 

구심이 생긴다. 러시아어 존재문의 경우 현재시제에서는 NP의 자질에 관계없 

이 불변사인 eCTb가 사용되는 점， 존재문의 NP가 3인칭으로 국한되는 점， 부 

정존재문에서는 주격 대신 생격이 사용되며 문법적 일치가 배제되는 점， 그리 

고 재귀인칭형용사 CBOß를 조정하는 것이 NP가 아니라 LOC에 상응하는 소 

유표현 y + 생격이라는 점 등은 NP를 문법적 주어로 인정하는 데 명백히 장 

애로 작용한다.7) 

주어의 다요인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떠한 문장요소가 “주어이다 “아니 

다”라고 하기 보다는 “좀더 주어 적 이 다 ” “좀덜 주어 적 이 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현실적이다. 즉， “주어”보다는 “주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주어성을 결정짓는 요인들로는 의미기능， 화제성， 인칭 및 생명성， 격형태， 어 

순， 문법적 일치 및 조정 둥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각 요인들에서 행위주， 화 

제， 1, 2인칭 및 인간， 주격， 문두， 성-수-격의 일치， 재귀사 지배가능성은 주 

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서 모두 가장 높은 둥급을 갖는 것들끼리만 결합하는 이상적인 경우는 실제 

로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러시아어 존재문의 NP의 경우， 앞서 언급한 특정들 

외에도 행위주일 수 없고 화제가 되지 못하며， 중립적 맥락에서는 문두에 오 

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때 러시아어 존재문의 NP는 상당히 낮은 주어성을 

갖으며， 이는 존재문이 오히려 주어가 부재하는 무인칭구문에 근접함을 시사 

7) NP가 수사를 동반할 경우 문법적 불일치는 과거시제에서도 나타난다: “B KOMHaTe 
6μJ10(과거 중성 3인칭단수형) ßjlTb '1eJlOSeK."(방에는 다섯 사람이 있었다.) 방언에 

서는 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시제에서 운법적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한다 영어 

에서도 구어에서는 문법적 불일치를 흔히 볼 수 있다: “There’s elephants in the 
zoo." 어순의 도치와 문법적 불일치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한 예로 
불어의 예를 보라. “Il est venu trois ho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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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 (처소문이나 존재론적 구문의 NP와 비교해 보라: 이것들은 화제성， 문 

두성 (그리고 처소문의 경우에는 재귀사 지배가능성) 면에서 좀더 높은 점수 

를 갖는다.) 

존재문의 LOC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격언어에서는 주격의 존재가 주어 

성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어 존재문 

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서 LOC의 주어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온 것은 이 

해될 만하다. 그러나 LOC는 2.2.에서 밝혔듯이 문두에서 화제의 역할을 담당 

하며， 소유를 표현할 경우에는 1, 2인칭을 포함해 인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귀사를 지배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비교적 용이하게 주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Y HerO pa3Hble B03MO)[(HOCTH." (그에 게는 여 러 가능성 이 있다.) • 

“OH HMeeT pa3Hble B03MO)[(HOCTH."(그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존재문의 

LOC가 갖는 상당한 정도의 주어성은 그것을 처소문의 LOC와 구별시킨다. 

후자는 결코 주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으며 맥락중립적인 경우 문두에 

나타나거나 화제로 작용하지 않고 재귀사를 지배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명백 

히 비주어적이다. 

존재문 내 NP의 비주어적 측면이나 LOC의 주어적 측면이 종래의 연구에 

서 전혀 지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층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어 존 

재문의 경우 그 자리를 NP가 아니라 허사 there가 차지한다는 사실로 인해 

주어성 논란은 특히 영어 존재문 연구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부가의 

문문이나 어순 등은 there가 주어로 작용함을 보여주지만， 또한편으로， 문법적 

일치는 NP를 주어로 간주하도록 이끈다. There가 변형규칙에 의해 삽입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심층주어인 NP가 VP의 부가어 위치로 우측이동하 

면서 그 빈 자리를 there가 메움에 따라 there가 표층주어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NP의 우측이동설을 러시아어에 적용시킨다면-필자는 

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허사 there의 자리를 LOC가 대신할 것이고 그렇 

다면 LOC는 적어도 표층적으로는 주어의 자리를 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Bresnan(1994)의 어 휘 기 능문법 은 영 어 의 처 소도치 구문을 다루면서 이 와 

아주 유사한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그녀에 의하면， 논항구조차원에서는 NP가 

주어(=논리적 주어)이지만 기능구조차원에서는 LOC가 주어(=기능적 주어)자 

8) 존재문과 무인칭구문 간에 기능적 상보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무인청구문은 존재 

문이 보이는 동사-행위와 NP-객체 간의 비분리성이 극대화되어 아예 NP-객체가 

동사-행위 속에 함몰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abby(1978)는 존재문에서 동 

사와 NP 간의 의미적 밀접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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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차지하며， 범주구조차원에서는 어느 것도 주어(=구조적 주어)가 되지 못 

한다. 

이상에서 존재문 NP의 낮은 주어성과 LOC의 높은 주어성은 어느 정도 검 

증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보다 중요한 점은 NP의 낮은 주어성과 LOC의 높은 

주어성이 상보적 관계에 놓여었다는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존재문은 객체 

와 처소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인식하는 제언판단적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음과 양이 합해져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 

과 같다. 하나가 좀더 주어적이면 다른 하나는 좀덜 주어적이다. 이 둘을 합 

한 양은 언제나 같다. 

2.4. BE어| 대하여: 존쩨사인가， 연결사인가?9l 

처소와 객체 간의 유대와 관련하여 존재문이 보이는 일반서술문과의 차이 

점은 펼연적으로 BE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BE에 대한 연구의 대 

다수는 BE를 여러 동음이의어의 집합， 혹은 다의미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경 

우 어느 이론에서나 예외없이 거론되는 것이 존재를 의미하는 BE와 실질적 

어휘의미를 갖지 않고 단지 시상 및 양상성을 보이기 위해， 혹은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BE이다 10) 편의상 전자를 존재사로， 후자를 연결사로 부르기로 하 

자. 존재문의 경우 BE는 접근방식에 따라 존재사로 보아지기도 하고(Chvany 

(1975) ) 혹은 연결사로 보아지기도 한다(Tuniks (1972), Will때ns(1984) ， Hanny 
(1985) ). 

러시아어 존재문의 BE에 대해서는 Chvany(1975)가 가장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그녀는 진(質)동사인 존재사 BE와 단순한 연결사 BE라는 두 다른 BE 

가 있다고 가정하고， 존재문에서는 존재사가， 일반 서술문에서는 연결사가 사 

용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존재사는 eCTb의 형태로， 연결사는 제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존재문에서 eCTb가 생략되는 경우나 

대등문에서 eCTb가 사용되는 경우-Chvany는 두 BE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부 

정테스트를 제안한다. 즉， 부정문이 HeT + 생격의 형태를 취하는가， 아니면 He 

를 갖는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존재사로， 후자의 경우 연결사로 간주한다. 

9) 비(非)BE존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키로 하겠다. 

10) Evreinov(1973)를 보라. 어떤 학자들은 시상 및 양상성만을 보이는 경우와 연결기 
능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Tuniks(972)를 보라. Bepl<a(l96l)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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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l. Y Hero eCTb caMOBap. -+ Y Hero HeT caμOBapa. 

‘그에게는 사모바르가 있다.’ ‘그에게는 사모바르가 없다.’ 

a-2. Y Hero caMOBap. -+ Y Hero HeT caMOBapa. 

‘그에게는 사모바르가 있다.’ ‘그에게는 사모바르가 없다’ 

b-l. 뼈aH - CTYlleHT. -+ !’BaH He CTYlIeHT. 

‘이반은 학생이다.’ ‘이반은 학생이 아니다.’ 

b-2. JJHHrBHcTHKa eCTb HayKa. -’ JJHHrBHcTHKa He eCTb HayKa. 

‘언어학은 학문이다.’ ‘언어학은 학문이 아니다.’ 

부정테스트는 표층에 eCTb가 사용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6-a-1)과 

(6-a-2)는 존재사를， (6-b-1)과 (6-b-2)는 연결사를 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정테스트에도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3HMa."(겨울이다.)의 과거형인 “oblJla 

3HMa."(겨울이었다.)를 생각해 보자.11) 이것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이 경우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는 “He 6b1J1a 3 HMa. " (겨울 

이 아니었다J 혹은 “He 6h1J1o 3 HMbI." (겨울이 없었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로 이러한 구문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3HMa."는 (앞으로 이야기할 사건의) 시 

간적 배경을 제시한다거나 그 자체가 담화주제가 될 경우 사용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부정테스트가 적용될 수 없다. 

부정테스트의 두 번째 문제점은 부정처소문의 처리에 있다. 처소문의 BE를 

연결사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통문법서들과는 달리， Chvany는 처소문이 부 

정되면 HeT + 생격이 사용되므로 심층에 존재사가 존재한다고 본다. (우리말 

의 처소문이 “이다”가 아니라 “있다”를 취한다는 사실은 Chvany식 접근을 뒷 

받침해준다.) 그러나 존재가 전제되는 NP가 올 경우 심층의 존재사는 생략되 

므로 (NP의 존재가 전제되기 마련인) 처소문의 표층에는 제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들을 보면 처소문의 BE를 항상 존재사로 볼 수 있는 

지 의심스러워진다. 

(7) a. Cama !Íh/JI B !ÍH!ÍJlHOTeKe. • CamH He !Íh/JIO B 뻐!ÍJlHOTeKe. 

‘사샤는 도서관에 있었다.’ ‘사샤는 도서관에 없었다.’ 

11) “ 3HMa."와 같은 주격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ApyT~HoBa H mHp~eB(l983)는 이것 

을 존재문의 (처소가 없는) 변이형으로 간주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주격문 

은 한단어직시문의 원형으로서 말하자변 폰재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 3HMa."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ApyT~HoBa H mHp5l eB (1983:49-50)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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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ma tíW1 B tíHtíJ1HOTe l<e. • Cama tí퍼J1 He B tíHtíJ1HOTe l<e. 

‘사샤는 도서관에 있었다.’ ‘사샤는 도서관에는 있지 않았다.’ 

c. Cama tíW1 B tíHtíJ1HOTe l<e. • Cama He tíWJ1 B tíHtíJ1HOTe l<e. 

‘사샤는 도서관에 있었다 ‘사샤는 도서관에 있지 않았다 

/갔었다.’ /가지 않았다.’ 

(7-a)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부정테스트에 의하면 이때의 BE는 존재 

사가 된다. (7-b)의 경우는 부분부정으로서 사샤가 도서관이 아닌 어딘가에는 

있음을 내포하므로 실제로는 부정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문 

제가 없다. 문제는 (7-C)의 경우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 

우는 “Cama XO.llHJI B 6H6J1HOTeKY."(사샤는 도서관에 갔었다.)와 동일하게 해석 

되어진다. Chvany(1975:157-159)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경우의 BE를 

존재사도， 연결사도 아닌 전혀 다른 동사， 즉， 동작동사로 보고 주어 -NP를 행 

위주로 본다. 그녀에 의하면 (7-'c)는 일반적인 행위서술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무리수로 보인다. (7-c)의 BE가 XO따Tb(가다)와 같은 동작동사라면 

B + 대격이 뒤따라야 할 터인데 BE의 경우에는 B + 처소격만이 허용된다. 

즉， BE는 언제나 상태를 불변의미로 한다. (7-c)에서 “갔었다”라는 궁극적 해 

석은 “있었다”로부터 추론되어지는 것이다. (7-a)와 (7-c)는 단지 부정의 범위 

가 다를 뿐 Chvany의 주장처 럼 전혀 다른 의미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다. 

(7-a)가 “Cama"를 부정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반면 (7-c)에서 그것은 (7-b) 

에서처럼 부정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따라서 (7-a)가 단순히 사샤가 도서관 

에 없었던 상태만을 묘사한 것이라면 (7-c)는 그가 도서관에는 없었지만 그 

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론에 의해 그가 도서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정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는 (7-b)는 그가 단지 도서관에 

없었을 뿐 다른 곳에는 있었음을 함축한다 필자의 주장이 옳다면， (7-c)는 부 

정테스트의 조건에 맞고 테스트의 결과 BE는 연결사로 보아지게 된다. 그렇 

다면 처소문은 항상 존재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형태에 따라서 존재 

사를 갖을 수도 있고 연결사를 갖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존재를 의미하는 진동사 BE와 연결기능만을 갖는 BE를 

별개의 어휘로 보자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Chvany식으로는 존 

재문은 명백히 존재사인 진동사 BE를 갖는다. 그러나 존재문의 BE를 순수하 

게 존재를 의미하는 진동사인 “존재하다"( cymeCTBOBa Tb, exist) 9} 비교해 보면 

BE는 원초적으로 한 객체-논항을 다른 논항과 관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약한 존재론적 구문의 경우에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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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그 관련의 유형에 따라 BE는 존재에서부터 단순한 연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즉， 존재는 BE의 어휘의미가 아니라 BE의 원초적 기 

능인 관련짓기의 하부기능(혹은 맥락적 해석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예컨대， 

처소와 객체가 연관될 때에는 존재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객체와 객 

체， 혹은 객체와 자질이 연관될 때에는 문법적 연결의 해석이 부각된다.12) 이 

두 극단적 해석 사이에 다양한 정도의 혼합적 해석들도 가능하다. BE의 두 

양극적 해석의 가장 균형잡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형적 존재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존재론적 구문 쪽으로 갈수록 존재적 해석의 비중이 커지고， 이 

것으로부터 약한 존재문 나아가서는 처소문 더 나아가서는 일반서술문 쪽으 

로 갈수록 연결적 해석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완전히 절대적 존재의미만을 

갖을 경우에는 ‘존재하다’라는 다른 어휘가 사용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BE가 

사용되는 구문들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약한 존재론적 구문 수= 전형적 존재문 ~ 약한 존재문 =수 처소문 =추 일반적 서술문 

존재적 해석 < * 연결적 해석 

존재적 해석이 강할수록 eCTb가， 연결적 해석이 강할수록 제로가 선호된다. 

그러나 이는 eCTb가 존재를 의미하고 제로가 연결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근한 예로， 명 백히 연결사적 해석을 갖으면서도 eCTb를 표층에 갖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보라. 

(8) a. lIHHr뻐CTHKa eCTb HayKa. 

‘언어학은 학문이다.’ 

b. lleTH eCTb .lleTH.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c. HBaH He I'íWl H He eCTb M아1M .llpyrOM. 

‘이반은 내 친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위와 같은 예들에 대해 Chvany(1975:116)는 심층의 연결사가 문장강세를 

받게되면 eCTb라는 변이형이 추후 삽입되는 것으로 본다. 그 경우 왜 연결사 

의 변이형이 폰재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 못한 

12) 처소문의 경우 처소는 폰재문에서처럼 객체를 포함하는 처소라기보다 객체의 자질 
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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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상， eCTb와 제로 간의 선돼은 정보전달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존재사 

냐 연결사냐와는 관계가 없다. 위의 예들은 확인， 강조， 대조와 같은 화용적 

동기에 의해 이미 주어진 정보이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재단언되는 경우들 

이다. (그렇지 않다면 (8)의 예들은 명백히 중의법이 되고 말 것이다.) 확인， 

강조， 대조와 같은 화용적 동기가 일반적 정보전달구조보다 상위에 군립하는 

강력한 기제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의 재단언-혹은 강력한 단언 

-이라는 양상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양상성올 표현하는 eCTb가 펼수적이 

되고 문장강세 또한 여기에 떨어지게 된다. 이와는 거꾸로， 약한 존재문의 경 

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은 전제되고 초점은 사실의 단언이 아니라 

NP 자체나 NP 내의 수식구에 주어지므로 eCTb가 사용되지 않는다(자세한 논 
의는 3.5.를 보라).13) 이렇게 볼 때， 존재적 해석이 eCTb를 선호하고 연결적 해 

석이 제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14) 존재적 해석에서는 존재사실의 진술 

자체가 새로운 정보로서 BE가 초점의 일부인 반면， 연결적 해석에서 BE는 

주어진 NP-주어와 초점인 술부를 연결시킬 뿐 자신은 결쿄 초점이 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존재문 명제는 (객체라는 한 논항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객체와 

처소라는 두 논항을 갖으면서 이 두 논항 간의 관계 내에서 파악되는 존재를 

진술한다. 이 점에서 존재문은 BE의 가장 원형적 의미를 보존， 반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관계와 존재의 마분화라는 BE의 원형적 혹은 원초적 의미는 

존재문의 조상이라 할 수 있을 한단어직시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 

단어직시문이 점차 좀더 복잡한 문장들로 분화되면서 관계와 존재도 점차 분 

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분화과정을 겪으면서 존재문의 BE가 (실상은 관 

계와 존재의 미분화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적 의미만 갖 

는 것처럼 이해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13) 한단어직시문에서 eCTb가 사용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가능하다. 직시문은 
즉각적， 가시적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객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황에 의해 명백 

하다. 따라서 초점은 NP로 집중된다. 영어존재문에서도 가시적 상황의 경우 there 
구문 대신 LOC도치구문이 가능한 점에 주목하라. 가시적 상황에서는 예컨대， 

“There ’s a phone booth in the comer." 대신 “ In the comer is a phone booth."가 
가능하다. 

14) 비(非)BE존재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중화되어버릴 뿐 아니라 통일한 동사가 처 
소문에서 제로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Ha CTone ne*HT K뻐ra. Ha CTone eCTb KHHra. / Ha CTone KHHra. 
KHHra ne*HT Ha CTone. KHHra Ha C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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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삶mWl66)을 보라). 그러나 존재문의 BE의 의미가 존재라는 주장은 처소와 

존재 간의 불가분성을 간과한 결과이며 이는 존재문에 대한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연구에 치명적 오류로 작용한다. 

3. 부분격구문으로서의 존재문 

3.1. 처소와 부분성 

앞 장에서는 존재문의 LOC와 NP가 주어성 변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처소와 객체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인지하는 존재문의 특성에 기인함 

을 보였다. 존재문에서 객체의 존재는 처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객체는 처소 

의 일부로서 처소에 포함됨으로써 인지된다. 객체가 처소의 일부로 인지된다 

함은 그 객체가 개념이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공 속에서 구현된 

유한한 구체물로서 인지됨을 뜻한다. 개념이나 유형은 탈시공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속하므로 일단 시공성이 주어지면 구체화된 형태를 띠지 않고는 인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책상 위”라는 

처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책은 책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여러 책들 중 언 

급되는 시간에 언급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어떤 책을 돗한다. 이때 어떤 책 

은 책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들 중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객 

체가 처소의 일부라는 결합축 상의 부분성 (syntagmatic partitivity)은 객체가 

유형 의 일부라는 계 열축 상의 부분성 (paradigmatic partitivity)을 함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존재문에는 이 두 부분성이 공존하게 된다. 

전자에서의 부분성과 후자에서의 부분성은 부분에 대한 두 다른 인식을 보 

여준다. 의자를 예로 들어보자. 의자다리는 의자의 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 

서 팔걸이나 둥받이도 의자의 부분틀을 이룬다. 한편， 어떤 의자나 의자들은 

의자라는 개념， 유형에 속하는 모든 의자들의 일부이다. 결합축 상의 부분성 

이 전자적 의미의 부분이라면， 계열축 상의 부분성은 후자적 의미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합축 상의 부분성에서 전체와 부분은 포함(혹은 소유)관계에 놓여진다. 

따라서 러시아어나 그 밖의 많은 다른 언어들에서 소유표현이 존재문의 형태 

를 띠고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Chvany(1975:Chap. 3)는 y + 생 

격으로 표현되는 소유구문을 일반적 존재문과 구별시켜야함을 주장하고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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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격을 처소와 구별시키기 위해 심층구조에서 그것을 LOC 대신 여격처럼 간 
접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Y + 생격은 LOC:와 달리 생명체-특히 

사람-로 국한되어있다. 둘째， 여격은 소유의 의미를 갖을 경우 y + 생격과 

상호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MHe HeKOrO lJIOÕHTb." “Y MeHjj HeKOrO lJIOÕHTb." 

(내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셋째 y + 생격은 그것만으로써 뿐 아니라 

LOC와 더 불어 사용될 수 있다: “Y MeHjj B KOMHaTe eCTb CaMOBap."(내 방에 는 

사모바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y + 생격은 LOC로 보아지는 것 

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LOC에도 생명체가 사용될 수 있 

다 따라서 y + 생격이 생명체로 국한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LOC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둘째， y + 생격과 이와 교환가능한 여격을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예컨대 둘 다에 동일한 의미격인 “소유주”를 할당하는 

것-은 유혹적이긴 하지만 “소유주”라는 의미격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스럽 

다. 소유는 다른 좀더 원초적 의미로부터 함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격이 소유주적 의미를 갖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행위에 의해 주 

어지는 대상물의 “수령자”로서 결과적으로 그 대상물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 

이다. 고로， “수령자”는 “소유주”를 함의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y + 생격을 “처소”로 보면 그것의 궁극적인 소유적 해석이 가 

능하지만 그것을 “소유주”로 보면 그것과 처소 간의 명백한 유관성을 설명할 

수 없게된다. 뿐만 아니라， y + 생격과 여격 간의 상호교환은 비단 “소유주” 

로서 뿐 아니라 “경험주”로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예 Y MeHjj KOlJOlJO 

B rPY.llH MHe KOlJOlJO rpY.llb.(나는 가슴이 찌 르듯 아왔다.)) 여 격 으로의 교환 

가능성이 Y + 생격이 소유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지막으 

로， Y +생격과 다른 LOC와의 병치문제를 보자. 이들이 병치되었을 때에는 두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Y MeHjj B KOMHaTe eCTb CaMOBap."(내 방에 는 사모바르 

가 있다.)에서처럼 “방”이라는 처소가 이를 포함(소유)하는 좀더 큰 처소인 

“나”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Y MeHjj eCTb .lleHb대 B ÕaHKe." 

(나는 은행에 돈이 있다.)에서처 럼 (대부분의 경우) 두 처소 간에 포함(소유) 

관계가 부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형식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주 대 

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골조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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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도식 모두에서 y + 생격이 LOC의 자리를 차지함을 보라. 결론적 

으로， y + 생격 소유구문은 처소가 객체를 포함(소유)한다는 존재문적 특성을 

오히려 더 명정하게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존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계열축 상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결합축 상에서 전체(=처소)와 

부분(=객체)이 포함(소유)관계를 갖는다면， 계열축 상에서 전체(=유형 혹은 집 

합)와 부분(=구성원)은 양화관계에 놓여진다. 포함(소유)과 양화는 부분성이라 

는 동전의 양면이다. 포함(소유)되는 것은 얼마만큼 포함(소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존재문에서 객체가 일개 구성원으로서 유형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는 견해는 존재문에서 보편적 양화사의 사용이나 총류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는 결론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존재문에서 보편적 양화사나 총류적 해석의 

불가능성 에 대 한 주장의 예 로는 Milsark(976), Rando 뻐d Napoli(1978)를 보 

라). 과연 존재문에서 보편적 양화사의 사용이나 총류적 해석은 불가능한 것 

인가? “방에는 의자들이 다 있어(=모든 의자들이 있어). "라는 표현을 보자. 만 

약 여기서 “의자들”이 의자라는 유형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뜻한다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한 방에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위의 표현은 논리적으 

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표현에서 “의자들”은 이전 대화에서 이미 언급되 

어 주어진 어떤 특정한 의자들의 집합을 뭇한다. 예컨대， 위의 표현은 “방에 

의자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에 대한 반웅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보 

편적 양화사이더라도 그것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한 구성원집합만을 포괄하는 것일 때에는 존재문에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특정구성원집합을 지칭하는 경우 영어에서는 a11 대신 려1 the가 사용 

15) LOC내의 NP는 S 내에 다른 NP가 있으면 LOC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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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There are all the chairs in the room." 한편 러시아어에서는 “B J<OM 

HaTe BCe CTYJIb$l."라는 약한 존재문이 사용될 것이다. 의자들의 존재는 전제 

되고 화자에게 중요한 점은 “전부 다” 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러시아어 제보자에 의하면， 드물긴 하지만 화자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하는 

상황이 라면 “B J<OMHaTe eCTb BCe llO OllHOrO CTYJIa."(방에 는 의 자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있다구.)와 같은 강조적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때 eCTb가 사용 

되는 것은 설득을 위한 강조라는 화용적 요구에 의해서 NP 전체가 새로운 

정보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볼 때 세 언어 모두에서 보편적 양화사 

는 존재문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유형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하부집합만을 포괄하는 보편적 양화사는 존재문 

에 가능하다. 이때의 보편적 양화사는 계열축 상에서 부분성을 유지한다는 점 

에 주목하라. 

총류의 경우도 보편적 양화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총류적 해석 

은 유형차원의 관점을 취하므로 존재문과 양립불가능하다. (반면에， 존재론적 

구문은 유형차원의 총류적 해석을 갖음을 상기하라.) 그러나 다음 예에서와 

같이 NP가 리스트의 일부로 기능할 때에는 총류적 해석을 유지하되 존재문 

이 가능하다. 

(9) -- CK~HTe MHe. KaKHe *HBOTHNe eCTb B CH6HPH. 

‘시베리아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Hy. Bo-nepB없. eCTb THrp비， ••• 

‘자， 우선， 호랑이가 있고， ... ’ 

위의 예 (9)에서 “호랑이”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자질을 갖는다는 점에 

서 총류적 해석을 띤다. 그러나 그것은 유형이 아니라 하부유형이다. 그것은 

시베리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리스트라는 유형을 구성하는 여러 하부유형 

들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호랑이가 아니라 시베리아지역에 

있는 호량이들만을 지칭한다. (이를 예컨대 “호랑이는 포유류이다의 “호랑 

이”와 비교해 보라.) 하부유형은 계열축 상의 부분성을 가지므로 총류적 해석 

을 띠더라도 존재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존재문에서 고유한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되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유이름은 구성원이 유일하므로 총류적 해석 

과 마찬가지로 부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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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재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0) -- 4TO AenaTb? ‘어떻게 하지?’ 

-- Y Te651 *e eCTb JIeHa. ‘네겐 레나가 있잖아.’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고유이름은 청자가 그 지시체를 알고 있 

다고 화자가 믿고 있을 때에만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우리말 

번역에서 조사 “은”이 아니라 “가”가 사용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적 

어도 주어진 당시의 담화상황에서는 고유명사의 지시체가 청자의 의식세계 

속에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존재문의 화자는 그 파일을 부탱시키도록 청자에 

게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유이름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구성원 밖에 갖 

지 않지만 화용적으로는 무수한 구성원을 갖으며 발화 당시 주어진 처소에 

유관한 것은 그 중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유이름과 같이 구성원이 단 하나뿐인 경우에도 계열축 상의 부분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10)에서 언급되는 “레나”는 레나라는 이름으 

로 정체파악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한 통합적 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유관한 자질을 갖는 객체로서의 레나， 즉， 통합적 개 

체로서의 레나를 이루는 무수한 부분적 레나들 중의 어느 하나를 돗하는 것 

일 뿐이다.16) 결론적으로 화용적 차원을 고려하는 한 결합축 상의 부분성 이 

계열축 상의 부분성을 함의한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 

3.2. 왜 부분격 인가? 

존재문의 특성을 부분성에서 찾는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존재문 NP의 격 

이 부분격이어야하지 않을까? 애석하게도， 표층적으로 긍정 존재문 NP의 격 

은 주격이다*“TaM eCTb HapO.llY(부분격)."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다.)와 같은 

표현은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의미적으로 그것이 부분격임을 주장 

하고자 한다. 물론 이때 부분격이라 함은 표층적 격형태를 돗하는 것이 아니 

다. 형태론적 격이 의미격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님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일한 의미격이 어휘적， 구문적， 문체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격으로 표 

16) 형태론적 부분격이 활성화되어있는 핀랜드어에서는 고유명사도 부분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라: “Annaa(부분격) kehuttiin(피동분사). "(안나는 칭송받 

았다.)(Vilkuna 1995:25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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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경우들은 허다하다 17) 

존재문의 NP를 부분격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러시아어에는 제한적으 

로 (남성형 물질명사의 일부에 한해) 형태격으로서 부분격이 존재한다. 부분 

격은 명백히 부분적 양이 관계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공(空)양화사(null 

quantifier )"로 지칭되기도 한다(Pesetsky (1982)를 보라). 러시아어에서는 부분 

격의 제한성으로 인해 그 기능의 대부분을 생격이 떠맡고 있다: “llaßTe MHe 

xJleôa(생격)." (빵 좀 주세요.) (앞으로는 부분격 대신 사용되는 생격을 (부분-) 

생격이라 표기하겠다.) 러시아어 부정존재문에서는 (긍정존재문에서 주격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생격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부분격이 존재하는 경우 

부분격이 사용되기도 한다: “4alO(부분격) HeT."(차는 없어요.); “YôblTKY(부분격) 

HeT."(손실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는 부정존재문에 사용 

되는 생격을 부분격의 대리인 (부분-)생격으로 보겠다.18) 

우선， 부정존재문에서는 왜 (부분 )생격이 나타나는가부터 생각해보자. 부정 

에는 두 형태가 있다. 술부가 부정되는 내적부정과 폰재까지 부정되는 외적 

부정이 그것이다. 전자가 질적 부정(=“아님")이라면， 후자는 양적 부정(=“없 

음")이 고， 이 러 한 의 미 상의 차이 는 주격 대 (부분-)생 격 으로 나타난다. 다음 

을 비교해 보라. 

(11) a. Mop03 He '1yBCTBOB때CJI.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b. Mopo3a He '1yBCTBOBaJIOCb.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추위가 없었다.)’ 

(Babby 1980:99에서 인용) 

(12) a. llo l<}'MeHT퍼 He 6ψlH o15Hapy:t<eHhI. 

‘서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b. llol<yMeHToB He 6ψ10 o15Hapy*eHo. 

‘서류가 나타나지 않았다.(=서류가 없었다)’ 

(Lobanova 1975:201에서 인용) 

17) 예컨대， 경험주는 주격， 여격， 대격， y + 생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가슴이 

(찌르듯) 아왔다에서 동일한 경험주가 다양한 표면격으로 표현되는 다음 예들을 

보라: “Y MeHJI(생격) I<OJIOJIO B rpYIlH."; “Me뼈(대격) I<OJIOJIO B rpy Ilb."; “MHe(여격) 

I<OJIOJIO rpYllb."; “JI(주격 ) '1yBCTBOBaJI 60JIb B rpYIlH." 

18) 본 논문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많은 학자들이 부정생격과 부분격을 구별시킨다. 한 
예로， Kle띠n(1978)을 보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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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들은 통일한 동사가 사용되어도 부정범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해 

석이 유발됨을 보여준다. (l1 -a)는 혹한이 존재하되 느껴지지 않음을， (12-a) 

는 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지만 찾을 수 없음을 보이는 반면， (l1 -b) 

는 혹한이 없으므로 느껴지지 않음을， (12-b)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올 보인 

다. 즉， 존재문적 해석은 외적， 양적 부정만 허용한다. 

“EllHHOpO대 He cy띠eCTByMlT."(일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EllHHoporOB 

HeT."(일각수는 없다./일각수들이 없다.)의 경우도 내적， 질적 부정과 외적， 양 

적 부정의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전자는 (화용적으로 주어진， 따라서 화용적 

으로 존재가 전제되는) 일각수라는 개념-유형에 대해서 그것의 실제적 존재 

를 부정하는 내적， 질적 부정인 반면， 후자는 보편적 처소이건(약한 부정존재 

론적 구문의 경우)， 특정처소이건(부정존재문의 경우) 간에 어떠한 처소에 일 

각수라는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적， 양적 부정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주격이， 후자에서는 부분격이 할당된다. 부정에 대한 이러 

한 가정은 처소문의 두 부정유형도 설명해줄 수 있다. 예 (7-a)의 “CamH He 

6μJJO B 6H6J띠OTeke-”가 외적， 양적 부정에 의해 부분격이 할당된 경우라면， 

(7-c)의 “Cama He 6WI B 6H6JJHOTeKe."는 내적， 질적 부정에 의해 주격이 할당 

된 경우이다. 

부정존재문이 양화적이므로 (부분-)생격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긍정존재문 

도 양화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부분-)생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핀랜드어에서는 긍정존재문에 부분격이 사용될 수 있다.19) 다음 예를 보라. 

(13) Kadulla on autoja. ‘거 리 에 차들이 있다.’ 
(Chestennan 1991:117에 서 인용) 

위의 예에서 NP “autoja"는 부분격이 사용된 복수형이지만 BE “on”은 3인 

칭 단수형이다. 러시아어 긍정존재문에서도 문법적 불일치경향이 나타남을 볼 

때， 부분격과 문법적 불일치 간의 상응관계는 러시아어 긍정존재문 NP가 의 

미적으로는 부분격이라는 주장올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러시아어 긍정존 

재문에서 NP가 형태적으로 주격올 취하게 된 것은 러시아어의 체제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러시아어는 영어에 비해 능격어 (ergative languages) 

19) 핀랜드어는 러시아어와는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핀랜드어가 러시아어의 기저층 형 
성에 결정적 영향올 끼쳤음이 속속 입중되고있는 점올 감안할 때 핀랜드어에 대한 

고려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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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하다. 능격어에서는 주격어 (norninative languages)에 

서와 달리 격이 주어냐 목적어냐라는 문법관계보다도 행위주냐 대상Üheme) 

이냐라는 8-역할과 더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러시아어에서 부정타동문 목적 

어와 부정존재문 NP가 동일한 격형태를 취하는 현상은 러시아어의 능격어적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어 발달사를 훌어보면 러시아어는 

점차 주격어로의 경향성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무인칭구문의 축소나 주어 사 

용의 확대 둥이 그 예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긍정존재문의 NP는 부정존재문 

의 그것이나 부정타동문 목적어의 그것과 동일하게 대상으로서 이것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격이 상정되지만 문장 내에 주어를 명백히 하려는 일반적인 

분석어로의 경향 및 주어에 주격을 할당하는 주격어체계로의 경향성으로 인 

해 표층적으로는 주격이 사용된다.20) 핀랜드어 긍정존재문의 경우에도 셀 수 

있는 단수 NP의 경우에는 표층형태가 부분격이 아니라 주격이 사용된다. 다 

음 예를 보라 

(14) Kadulla on auto. ‘거리에 차가 있다.’ 
(Chestennan 1991:118에서 인용) 

위의 예의 NP “auto"는 주격이다. 따라서， 핀랜드어와 러시아어 모두에서 

부분격은 주격으로 대치되는 경향을 보이되 일반적으로 격이 좀더 발달되고 

좀더 보수적인 핀랜드어에서보다 러시아어에서는 부분격의 주격으로의 대치 

가 좀더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존재문의 경우 부분격의 주격으로의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부분-)생격의 사용이 부정의 

두 유형 중 외적， 양적 부정임을 명백하게 해주는 (긍정존재문에는 부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문이 긍정문보다 변화에 대해 보 

수적이라는 점 (Givón 1975:94-96)도 한 몫을 한다.) 긍정문에서도 양화성이 

강조되는 경우 (부분-)생격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위의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 예들을 보라: “JItolleA(생격) coÔpaJlOcb."(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BOlll>l(생 격 ) npHÔaBHJlOcb." (물이 불었다.) 

결론적으로， 원래의 주격이 부정문에서 (부분-)생격으로 바뀌거나 혹은 파 

생과정 중에 부정문에서는 (부분-)생격이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존재문에 

20) 고대러시아어의 호격 또한 주격으로 대치된 예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부정목적어 
에서 부분격이 대격으로 대치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주격어로의 경향성을 반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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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부정존재문에서나 동일한 의미격인 부분격이 주어지되 주격어로의 경향 

성에 의해 긍정존재문에서는 주격으로 대치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 필자의 주 

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표층의 주격은 원래 주격이 할당된 경우와 원래 

의 부분격이 대치된 경우라는 원천이 다른 두 유형을 갖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존재문의 부분격 NP는 대상으로서 타동문의 목적어 

NP와 마찬가지로 VP 내에 위치한다. 단지 타동문에서와의 차이점은 전형적 
인 타동문에서는 행위주인 또다른 NP가 주어가 되는 반면， 존재문의 대상은 

그것이 유일한 NP이고 따라서 주어로 해석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뿐이 

다. 존재문의 부분격 NP는 결코 행위주가 되지 못한다.21) 소위 제시문에 사 

용되는 V가 일반적 존재문의 그것과는 달리 행위적인 것도 허용함에도 불구 

하고 제시문의 NP가 존재문의 그것과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지 

는 것은 이들이 비행위주-대상이라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22) 다음 예를 

비교해 보라. 

(15) a. B KOMHaTy BOmJla Mama. ‘마샤가 방으로 들어 왔다.’ 
b. Mama BOmJla B KOMHaTy. ‘마샤는 방으로 들어 갔다.’ 

전형적인 행위주구문인 (15-b)와는 달리， (15-a)는 적어도 한-지배적인

해석에서는 “Mama"를 담화영역에 소개， 제시하는 제시문으로 보아진다. 제시문 

적 해석에서는 “BOmJIa"가 갖는 행위성이 최대로 축소되어 마치 능격동사처럼 

작용하고 “Mama"의 8-역할은 대상이 된다. 

표층적으로는 타동문이거나 타동문과 유관한 구문으로서 폰재문과 유사해 

보이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부분격을 갖는 경우들도 있다. HAVE구문과 부 

정무인칭피동구문이 그것이다. 러시아어에서 소유는 우리말에서처럼 주로 BE 
존재문의 형 태 로 표현된다. ‘“깨‘꺼71 H뻐Me뻐10.“….“ 

M뼈eHjI •• …’”’에에 비해 훨씬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HAVE소유와 BE소유는 소유관 

21) VP-내적 주어가설에서는 모든 주어들이 [Spec, VP]로 보아지기도 하고(Chierchia 

(1995)), 행위주-주어만은 [Spec, IP]로서 VP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지기도 한 
다(Kratzer(1995)， Diesing(1996)). 어느 설에서나 폰재문의 NP는 VP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2) 영어권에서는 “There came into the room a boy."와 같은 제시문을 there존재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ilsark(1976)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 
구문과 다른 there존재문 간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예컨대， Aissen(1975) , 

Coopmans(1989), Guéron(198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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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하는 중심이 무엇인가에서 차이가 난다. HAVE소유가 소유주인 인 

간(생명체)을 중심에 놓는다면 BE소유는 소유되는 객체를 중심에 놓는다.23) 

HAVE 소유가 BE 소유보다 나중에 생겨난 점이라든가， HMeTb의 부정목적어 
가 반드시 생격이어야 하는 점-*“OH He HMeeT B03MO*HOCTb(대격)." (그는 가능 

성이 없다.)는 비문법적이다- 둥을 고려할 때， Chvany(1975)처럼 HMelO유형을 

y MeHJI유형의 원천으로 보기보다는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갱) 어떤 식으로 보건 간에 HMeTb의 대상-NP는 부분격을 할당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부정무인칭피동구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피동구문은 

능동구문과 달리 행위주 위주가 아니라 피의자객체 위주의 관점을 보인다.껑) 

부정피동구문의 대상-NP는 주격 뿐 아니라 생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 

한 NP에 대한 질적 부정이면 주격이 구성원의 부재를 나타내는 양적 부정이 

면 생격이 사용된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16) a. MocKBa(주격 ) He !íWla B3 J1 Ta. 
‘모스크바는 함락되지 않았다.’ 

b. HH O,1Dloro ropoJ\a(생격) He !íω10 B3 J1TO. 

‘한 도시도 함락되지 않았다’ 

어느 경우나 피동문의 주 NP는 대상이지만 (16-a)에서는 [SPEC, IP]로 올 

라가 주격을 할당받는 반면， (16-b)에서는 VP 내에서 부분격을 할당받는다 

(예 (1 2)도 보라). 동일한 동사가 부분격을 할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은 부분격이 특정동사에 의해 어휘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 

라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증거한다.쟁) 

결론적으로， 부분격 할당은 제시문이나 HAVE소유구문， 부정무인칭피동구 

23) 러시아어의 객체위주적 사고는 영어에 비해 월동히 많고 다양한 무인청구문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4) 구체적으로는 좀더 깊은 연구를 요하지만 그 과정은 능격어체계에서 반(反)피동 
(anti-passive)구문을 도출하는 과정과 홉사할 것같다. 

25) 피동구문이 능동구문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세한 논의는 
이 인 영 (987)를 보라. 

26) 따라서 “비(非)대격가셜(Unaccusative Hyp아hesis)"에서 주장하듯 “비대격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비대격적 사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 

BellettH1988)가 부분격을 어휘적으로 할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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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존재문쪽으로 접근시킨다. 이들은 모두 계열축 상의 (양화적) 부분성을 

특정으로 한다. 

3.3. 부분성 과 ‘한정 성 쩨 한가설 (Definiteness Effect)’ 

존재문에서 모든 보편적 양화사나 고유명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은 3.1.에서 지적한 바 있다. 통상 보편적 양화사를 동반하는 NP나 고유명사 

는 한정적 NP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존재문의 특질로 간주되어온 

한정성제한가셜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한정성제한가셜은 

한정적 NP는 존재를 전제하는데 존재문은 존재를 단언하므로 한정적 NP가 

존재문에 사용되게되면 의미적 중어법이라는 모순에 빠진다는 논리에 근거한 

다. 물론， 일반적으로 존재문에서는 한정적 NP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드물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드물더라도 나타나는 현 

상이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왜 드문지까지 보일 수 있 

어야 제대로 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성제한가설이 근거하고있 

는 논리나 한정적 NP가 존재를 전제한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정적”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인 것이며 “존재를 전제한다” 

고 할 때 어떤 차원의 존재를 의미하는지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정성제한가설에서 말하는 한정적 NP란 맥락과는 무관하 

게 논리의미차원의 지시체를 지칭하는 형태적으로 식별가능한 NP-예컨대， 

정관사나 비제한적 관계대명사를 동반하는 NP,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소유대 

명사-를 뜻하며 따라서 여기서 전제되는 존재란 논리의미차원으로 국한된다. 

한정성제한가설이 영어권에서 널리 수용된 것은 영어가 정관사라는 형태로 

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한정성제 

한가설의 “한정성”을 형태론적 한정성이 아니라 의미론적 한정성으로 규정한 

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의미론적으로 한정적인가 아닌가에 대 

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의미차원의 한정성만 

가능한 핀랜드어에 대해서 Chesterman(1991)은 비한정성이 부분격에 의해 예 

측가능함올 주장하는 반면， Hoover(1984)는 한정적이면서도 부분격을 사용하 

는 경우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볼 때， 한정성 개념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려 없이는 존재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한정적”이라함에 대한 교과 

서적 정의는 “유일하게 정체파악이 가능함(uniquely identifiable)"이다.27)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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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정체파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 

는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정체파악은 주관이나 개 

인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도를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한정성에 대한 위의 정의를 유지하겠다면 존재문과 한정성 간의 비양립 

성에 대한 주장도 보다 탄력있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일하게” 

정체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이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여러 구성원들 중 어느 한 특정구성원의 정체파악이 가능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유형은 정체파악이 가능하더라도 한정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체파악이 가능한 유형은 한정성제한가설에 걸리지 않으므로 존재 

문에 사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데 이는 존재문에서는 유형으로서의 총 

류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가설-3.1.을 보라-과 상충된다. 펼자가 보기에 문 

제는 유일성에 있다. 유일하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무엇을 전제로 하지 않으 

면 무의미하다. 즉， 유일함은 상대적인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유일성 

이 굳이 구성원의 차원으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유형의 차원에서도 

정체파악이 가능하다함은 이미 다른 유형과 다름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유일 

성을 내포하고 있다.엉) 이렇게 확대된 의미에서라면 한정성의 정의에 있어 유 

일성이 굳이 정체파악가능성에 덧붙을 이유가 없으며， 유형으로서의 총류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29) 예컨대 “코끼리는 코가 길다 혹은 “일각수는 존 

재한다에서의 “코끼리”나 “일각수”라는 유형으로서의 총류는 (이전 담화텍스 

트에서 실제로 그 표현이 주어졌는가와는 관계없이) 담화영역 내에 주어져서 

'l7) 한정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의 예로는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를 보 
라. 그 밖에도， “폰재와 유일성 조건"(Russell)， “상호친숙성"( Christopherson), “정체 
파악원칙 "(Searle) 둥이 있는데 앞으로 한정성에 대한 기존 정의의 문제점 제기에 

서는 이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8) Rando and Napoli(1978)도 필자와 유사한 논변을 펴 고 있다. 그들에 의 하면， 총류 
는 “집합을 유일하게 지시한다"(309면).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총류는 의미적으로 

조용적 (anaphoric)이며 고로 존재문에 사용될 수 없다(같은 면).) Dederk(I986)도 

총류를 약하게 지시적이라고 규정한다. 총류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Givón(I978:294)의 언급에 뚜렷 이 나타나있다: “[총류적 NP는 비 지 시 적 이 지 만] 담 

화영 역 내에서 총류 자체의 존재/지시성올 언질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 경 

우 이는 그 총류의 개별구성원들의 존재에 대한 묵시적 언질로 이끌어진다. 그러 

나 그렇다해도 총류적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가 어떤 특별한 개체를 ‘의미’한다는 

언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 

29) 총류가 한정적-적어도 유사한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L않(1잊)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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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즉， 화용적으로 한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 

나 3.1.에서 보았듯이， 총류적 해석을 갖더라도 유형이 아니라 하부유형을 지 

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유의하라.) 

세 번째 문제는 고유이름의 경우이다. 고유이름은 통상 언제나 유일하게 정 

체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예 (10)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존재문에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정성제한가설에 예외가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한정성제한가설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유이름이 

항상 정체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의미차원에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청자 

가 알고있는 고유한 개체이더라도 주어진 담화상황에서는 담화와의 유관성이 

미확립된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유개체이더라도 주 

어진 시공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구현될 때만이 정체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고유개체는 청자의 의식 속에서 활성화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화자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화행계획에 반영하게된다. 예 

컨대， 화자는 “너도 철수를 알거야 대신 “너도 철수라는 애를 알거야라는 

식의 비친숙화(혹은 거리두기) 기법을 통해 청자에게 있는 철수라는 개체파일 

이 아직은 담화영역 내에 부탱되어있지 않음을 화자가 알고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고유개체는 논리의미적으로는 정체파악이 가능하지만 화용적으로는 

아직 정체파악과정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보로 작용한다. 

아래와 같은 존재문이 가능한 것도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17) Hey! There’s John at the door. (Hanny 1985:127에서 인용) 

Hanny(1985:127)에 의하면 예 (17)은 화자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밖 

을 보고있지 않은 방안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발화로서 이때의 there는 처소 

부사나 직시소사일 수 없으므로 존재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러시아어에서는 “Y LlBepH 뼈aH. / HBAH Y JlBepH."(문 옆에 이반이 있 

네.)와 같은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 구문이 처소문이 아님은 분명하 

다. 이것은 이반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을 새로운 정보로 내세운다. 이 구문이 만약 처소문이라면 “I1BaH Y llBEPI1." 

(이반은 문 옆에 있다.)가 될 것이다. 한편， 이 구문은 이반을 새로운 정보로 

간주하기는 하나 NP-객체를 지칭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기능을 

하는 전형적 직시문인 “BOT I1BaH."(Here’s Ivan.)과 비교해 볼 때， NP-객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처소에 그 객체가 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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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따라서 예 (17)에 대 한 Hanny의 분석 은 근본적 으로 옳다. 다만， 영 어 의 

예에서 그가 드러내 보이지 못한 점은 이것이 존재문이기는 하되 약한 유형 

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어의 예에서 eCTb가 사용되지 않는 점을 보라. 약한 유 

형이 사용되는 것은 가시성원칙 때문이다. 화자는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묘사하므로 존재사실이나 처소보다 NP-객체에 상대적으로 좀더 초점 

을 주게된다. 

요컨대， 논리의미차원의 정체파악성과 화용적 차원의 정체파악성은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존재문에 사용되는 한정적 NP는 논리의미적으로 

한정적일 뿐 화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정성제한가설 지지자 

들도 예 (10)과 같은 소위 “리스트적 해석”에서는 표면 상 명백히 한정적 NP 

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이 실은 예외가 아니 

라거나(Milsark(1976) ), 혹은 고의적으로 예외라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Barwise and Cooper(1981)). 전자 식으로는， 한정적 NP가 실은 비한정적인 

집합을 이루는 리스트의 일부이므로 존재문에서의 한정성 제한조건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예 (10)의 경우， 고유명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 

은 해결책으로서 가능한 잠정적이고 비한정적인 리스트의 한 구성원일 뿐이 

므로 의미적으로는 비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리스트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한정적 NP가 존재문에 사용되는 경우-예 (17)을 보라 

-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Hanny(1985) , Woisetschlaeger(1983)를 보 

라). 한편， 리스트적 해석에 대한 후자의 설명에 의하면， 화자는 중어법을 고 

의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직접적 단언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청자는 중어법 사용의 이유를 추론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화자의 

의도가 존재의 단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예컨대， 추천이나 제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Grice의 회화적 추론을 적용한 이러한 해결방 

식은 수긍력이 있긴 하나 리스트적 존재문에 비한정적 NP가 사용될 경우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예컨대， 예 (10)과 유사하게 리스트적 해석을 유발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비한정적 NP가 사용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18) -- Ha~o ToponHTbC~. 4TO ~eAaTb? 

‘서둘러야해. 어쩌지?’ 

-- Hy, eCTb MamHHa B rapue.UB rapue eCTb MamHHa.) 

‘글쩨， 차고에 차가 있는데.’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129 

이 경우는 고의적 위반이라는 신호가 없으며 따라서 존재사실의 진술로 보 

지 않을 이유가 없다. 리스트적 존재문에 대한 위의 두 설명 모두에서 한계의 

원인은 한정성을 논리의미차원에 국한시키는 데 있다. 논리의미적 한정성과 

구별되는 화용적 한정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30) 

존재문에서 사용되는 NP는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이라는 “화용적 비한정성 

가설”은 리스트적 해석 뿐 아니라 “Y MeHJI eCTb :na KHHra."(내게도 그 책이 

있어.)와 같은 경우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여기서 “그 책”이라 함은 그 

와 같은 유형의 책을 지칭하는 것이지 동일한 개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 

웅적 대명사는 동일표현만을 요구할 뿐 동일지칭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러한 존재문이 가능한 것은 “그 책”이 조용적임에도 불구하고 화용적으로 한 

정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3.4. ‘한정성제한가설’의 대안들과 “화용적 비한정성가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한정성제한가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책들 

이 꾸준히 제 안되 어 왔다. Rando 뻐d Napoli(1978)의 “의 미 적 비 (非)조응성 가 

설”은 형태적으로는 조웅적이더라도 의미적으로만 비조웅적이면 존재문에 사 

용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Y MeHJI eCTb :na KHHra."의 “3Ta KHWa” 

는 형태적으로는 조웅적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조웅적이므로 존재문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의미적 조응성”의 개념은 그 

다지 선명하지 않다. 그들에 의하면 총류적 NP는 의미적으로 조웅적이므로 

존재문에 불가능하다(309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고유명사도 의미적으로 조 

응적이므로 존재문에 불가능해야 하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고유명사는 존재문 

에 사용이 가능하다. 

30) Löbner(1985:쟁8-311)도 의미적 한정성과 화용적 한정성을 구분짓고 있다. 한정성 

을 두 차원으로 분리시키는 견해보다 좀더 널리 수용되는 것으로 한정성을 화용적 

차원으로 국한시키고 의미적 차원에서는 지시성이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 (Chvany 

1975:144, 15이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지시성이 너무 좁은 의미-즉， 특정성 
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시성을 특정성과 같은 의미 

로 사용하는 예로는 Givón(1978),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 둥을 보 
라.) 한편， 한정성과 특정성 모두률 화용적 차원에서 보아야한다는 견해(Enç 

(1991))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지시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4.1.을 보라. 



130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한편， Milsark(1976)에 의해 제안된 “강양화성제한가설” 또한 한정성제한가 

설의 근본적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영어의 한정사에는 

항상 양화적 해석을 갖는 강한 한정사(the， both, each, all, every, most, three 

of the)와 그렇지 않은 약한 한정사(a， three, few , some, many, 비한정 복수 

제로)가 있다. 약한 한정사는 맥락에 따라 양화적 해석을 갖을 수도， 안 갖을 

수도 있는 것 (few， some, many, 비한정 복수 제로)과 항상 비양화적인 것 (a， 

three)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설대로라면 양화적 해석은 (논리의미적으로) 

존재를 전제하므로 존재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한 한정사들 중 많 

은 것이 존재문에 사용가능함이 이미 판명되었으므로 이 가설은 불완전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Lumsden(1988)도 양화적 표현에 대해 (Prince( 1978)의 

“담화 전제”의 개념을 벌어) 존재를 전제하는 강한 해석과 그렇지않은 약한 

해석을 구분하고 강한 해석은 존재문에 불가함을 주장한다. Lumsden(1988)은 

Milsark의 문제 점 올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한 양화적 표현을 직 시 성 을 갖는 

한정적인 것 (the， both, three of the)과 순전히 양화적인 그 밖의 것들(each， 

all every, most)로 구분짓고 직시성이 강한 구문인 리스트적 존재문이나 제 

시문에서는 한정적 양화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쨌건， 그의 이론을 

따르면， 한정적 양화표현도 강한 해석을 갖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것이 리스트 

적 존재문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적 존재문은 일반적 존재문과는 달 

리 존재의 전제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 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리스트적 존재문이 직시적 측면을 좀더 부각시키는 것은 사 

실이지만 이것도 존재사실의 진술이라는 존재문의 의미론적 특성에서 제외되 

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그의 설명은 불충분하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강양화사들 중에서 each, every, 외1， most는 이들의 

주장처럼 (어떤 맥락에서건) 존재문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Lumsden 1988:151-152를 참조하라). 러 시 아어 에 서 는 Kall<，ll뼈， Bce가 이 에 상 

웅한다*“Bo lIBOpe eCTb Kall<llblß qeJlOBeK."(There is every man in the yard.) 

는 불가능하다. Bce의 경우 3.1.에서 보았듯이 유형차원적 해석을 갖지 않을 

때에는 존재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형차원적 해석을 갖을 때에는 존재문 

에 사용이 불가능하다.31) 화용적 비한정성가셜은 이것들이 어떤 맥락에서건 

31) Bce가 존재문에서 가능한 경우는 영어의 all the 혹은 all of the에 해당할 것이다. 
all of the가 존재운에 가능함은 the Y. three of the가 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해 할 수 있을 것 이 다. 영 어 의 most는 러 시 아어 에 서 는 nO 'lTH Bce(almost al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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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셜명할 수 있다. Kall<Ll뼈는 전체를 구성 

하는 각각의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한다. 각 구성원의 존재가 전제된다면 논리 

적으로 구성원들 전체로 이루어지는 유형의 존재도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Kall<Ll뼈는 결과적으로는 (유형차원적 해석을 갖는) BCe와 마찬가지로 

유형차원적 해석을 초래하게 되는데， 유형차원적 해석은 화용적으로 한정적으 

로 간주되므로 존재문과 양립불가능하며-3.3.을 보라 고로 이것들의 존재 

문에 서 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 것 들은 Ioup0975:42)의 양화사 위 계 

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Lumsden(988)은 존재가 전제되는 강한 해석이 존재문에서 불가능함을 밝 

히면서 그것을 화제의 개념과 연결시킨 바 있다. 존재문과 화제의 비양립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는 기능문법적으로 접근한 Hanny(985)를 들 수 있다. 기 

능문법에서 화제란 문장발화가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객체를 뭇하므로 이미 

그것에 대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존재함을 단언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것이 그의 “화제제한가셜”의 논리이다. (단， 하부화제 (sub-topic)의 경 

우에는 이러한 비적절성을 갖지 않으므로 존재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가설의 문제점은 무엇이 가능한가만 보일 수 있을 뿐 무엇이 불가능한가 

는 보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 가설은 한정적 NP이더라도 화제 

가 아니면 존재문에 가능함은 보일 수 있지만 존재문에 언제나 사용불가능한 

강양화사들-every， each, 외1， most-을 배 제 시 키 기 는 힘 들다. 이 것 들을 배 제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언제나 화제로 작용함을 보일 수 있어야할 터인데 

적어도 기능문법적 화제의 정의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한정성 

제한가설이 너무 많은 것을 배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화제제한가셜은 너무 

많은 것을 포용하게된다. 아울러 이 이론이 의존하는 기능문법적 화제의 정 

의가 너무 단선적인 것이어서-2.2.와 비교해 보라- 이론으로서의 호소력이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을 볼 때， 의미적 비조웅성가설이나 강양화성제한가설， 그리고 화제제 

한가설보다는 화용적 비한정성가설이 좀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성제 

한가설에서의 한정성을 화용적 한정성으로 제한시킨다면 존재문에서 한정성 

제한가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번역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의 사용가능성은 Bce에 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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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한 존재문과 화용적 비한정성 

여태까지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묵시적으로 화용적 비한정성 (=정 

체파악불가능성)이 담화영역 내에 부재함올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지 

를 펴왔다. 적어도 전형적 존재문에서는 이러한 논지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 

다. 그러나 주변적 구문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는 수정되어져야함이 드러난다. 

주변적 구문-예컨대， 제로가 사용되는 약한 존재문-에서는 NP-객체의 구체 

적인 정체파악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전형적 존재문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무 

엇인가가 화자와 청자의 공유 담화영역 내에 존재함은 전제될 수 있다. 다음 

예들을 보자. 

(19) a. Y Te CíJl ce.lll>le BO.nOCbI 

‘너 백발이구나/너 흰머리 있구나.’ 

b. Y MelUl MoCI<BHt{. 

‘내겐 모스크바치가 있다.’ 

c. Y MeHJI Cí)'Mara, a y Te !5J1 pyt{I< a. 

‘내겐 종이가 있고， 네겐 펜이 있다.’ 

d. B I<.nacce Cíbl.nO ~eC JlTb cTy~eHToB ， a Tenepb TO.nbI<O TpH. 

‘교실에는 열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급은 세 명만 있다.’ 

(19-a)에서 머리카락은 인체와 불가분의 소유관계에 있으므로 “너”의 일부 

로서 (추론에 의해) 담화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다.32) “y 

TeÕJI eCTb BOJIOChI."(네게는 머리카락이 있다.)가 극히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점을 보라. 초점은 담화영역 내 존재가 전제되는 “BOJIOChI" 

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인 수식어 “cegue”에 주어진다. 따라서 많은 경우 머리 

전체가 희다는 해석이 유도된다. “KYJla Teõe lkeHHTbC.5I? Y TeÕ.5I ce.llble BOJIOChI."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 넌 백발인데.)와 같은 맥락을 보라. 그러나 “Oß, 1.ITO 

.51 BH*y? Y TeÕ.5I ce.llble BOJIOChI!"(어머나， 내가 뭘 보는 거지? 너 흰머리 있잖 

아!)와 같은 맥락에서는 갑작스러운 놀라웅이라는 언어외적 상황의 압력으로 

머리의 일부만이 희다는 해석으로 기울게 된다.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Y TeÕ.5I eCTb ce.llble BOJIOChI."와 같은 전형적 존재문이 나타 

날 수도 있다(CeJIHBepCTOBa 1973:97을 보라). 이 경우 흰머리가 있다는 사실 

32) 불가분의 소유는 Prince(1979)의 “유추가능한 것 Onferable)"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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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새로운 정보로 주어짐으로써 아마도 전부터 흰머리가 있었으나 있다 

는 사실을 화자가 몰랐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반면， 약한 존재문의 사용 

은 마치 흰머리가 갑자기 생겨난 것같은 인상올 준다.) 명실공히 머리카락 전 

부가 백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구문은 “Y TeÕl'I BOJlOCbI Cellble."( 너， 머리가 하 

얄구나.)와 같은 서술문이다. 여기서는 이미 정체파악된 “Bonocbl”에 대하여 

“ce，!lble"는 그것을 특징지우는 서술자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희다는 것은 모든 

머리카락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약한 폰재문인 (19-a)는 “ceaue”에 초점이 

오고 “Bonocu”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eCTb를 사용하는 전형적 존재문보다 이러 

한 서술문유형에 좀더 근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약한 존재문은 서술문 

과는 달리 단지 모발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백발”이라는 하부유형이 “너”에게 

있음을 지적할 뿐 “너의 모발”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 

한 존재문은 서술문과는 달리 맥락에 따라서는 백발이 부분적이라는 해석도 

허용이 되는 것이다. 

(19-b)의 경우 수식어를 동반하는 대신 N 자체가 하부유형을 형성한다.33) 

이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수식어가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여기서는 모스 

크비치가 차의 한 하부유형이라는 상식적 지식이 기정사실화되고， 맥락이나 

혹은 일반적 추론에 의해서 담화영역 내에 차의 존재가 전제된다. 예컨대， 

(19-b)는 자동차에 대한 대화 도중 나타날 수 있다. 차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 

는 맥 락의 경 우 “Y HerO eCTb MOC I< BHq."도 충분히 가능하다. (19-b)를 “Ero 

MamHHa - MOC I<BHq."(그의 차는 모스크비 치 이 다.)와 같은 특징 서 술문의 경 우와 

비교해보자. 여기서는 (면식이라는 직접적 앓이 아니라 한정적 묘사에 의거한 

간접적 앓을 통해서라도)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의 차”에 대해 

그것이 모스크비치라는 특정서술이 이루어진다. 서술은 어떤 식으로건 정체가 

파악되었다고 이해되어지는 객체-NP에 대해 이루어진다. 반면， (19-b)는 자동 

차라는 유형의 한 하부유형인 모스크비치에 속하는 어떤 구성원이 그에게 있 

음을 진술하는 것일 뿐 그의 차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19-c)의 경우， NP가 하부유형이 아니라 일반적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우도 NP가 하부유형 

으로 작용하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19-c)는 대조 맥락으로서 두 객체에 

33) “Y HerO rope."(그에겐 비애가 있다.)와 같이 NP가 감정 등 질적인 내용올 담고있 

올 때에도 통상 eCTb가 사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도 (19-a, b)에 준해 설명할 수 있 

다. 말하자연， 이 것은 “Y HerO rOpeCTHa.ll 3MOUlIl'l."(그에 겐 슬픈 감정 이 있다.)와 같 

은 의미로， “비애”가 “감정”이라는 유형의 하부유형인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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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주어지며 상대적으로 존재사실 자체의 중요성은 뒤로 물러난다.잃) 객 

체 간의 대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객체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므 

로 객체 간의 대조는 존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즉 (19-c)는 나와 너 모두 

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이라는 유형에 속 

하는 “종이”와 “펜”이라는 하부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이 있음을 진술하는 것이 

다. 분석과정에서 이미 드러났겠지만， 유형-하부유형-구성원의 관계는 맥락 

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객체에 따라 결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유형이 언제나 모스크비치라는 하부유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좀더 높은 차원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하 

부유형이 되고 모스크바치가 다시 그것의 하부유형이 될 수도 있다. 

(19-d)도 유사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존재절인 “a Tenepb 

TOJIbKO TPß"는 학생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객체들이 담화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열 명의 학생”은 학생이라는 집합의 하부집합을 이루고 

“세 명”은 다시 그 하부집합의 하부집합을 이루므로 “세 명”은 논리적으로 학 

생일 수밖에 없다. “CTY.lleHTOB - TPß."(학생은 셋이다.)라는 서술문도 학생들 

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에 대해 그 집합의 크기를 서술하는 

데 비해， (19-d)는 학생들이라는 집합의 하부-하부집합에 속하는 구성원의 크 

기를 진술하는 것일 뿐 학생들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존재문에서는 유형 혹은 집합의 (화용적) 존재가 전제되 

고 그 유형/집합에 속하는 하부유형/하부집합을 이루는 구성원이 있음이 진술 

된다. 유형/집합의 존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약한 존재문은 화용적 정체파악 

성의 위계에서 전형적 존재문과 일반서술문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화용적 정체파악불가능성은 모든 존재문의 공통적 특성이다. 

4. 화행으로서의 존재문 

4. 1. 존채문과 지시성 

화용적 정체파악불가능성이라는 존재문의 특성은 존재문이 어떠한 객체를 

34) 대조맥락이더라도 객체 간의 대조가 아니라 존재사실 간의 대조를 의도할 경우에 

는 eCTb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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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화용적으로， 정체파악불가 

능성은 비지시표현의 가장 뚜렷한 특정이다. 이때 지시표현이라는 용어는 “지 

시 하고자하는 의 도가 있음”을 의 미 한다(Wright and Givón (1987) , Chastain 

(1975)을 보라). 이것은 일반적 논리의미론에서 돗하는 (화자의 의도와 관계없 

이 단순히) “지시체가 있음”과는 다르다. 후자의 의미에서라면 존재문에 사용 

되는 NP는 지시표현일 수도 있다.35) 

지시표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논리의미차원으로 국한되어왔다. 논리의미적 

으로 지시표현은 지시체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실상 어떤 것이 지시체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제각각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논리의 

미적으로) 한정적 NP가 지시적임에는 동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Donnellan(l966)은 그것 이 수식 적 으로 사용될 경 우에 는 지 시 적 으로 보는 

것에 회의적이다.36) (이에 대한 Searle(1979)의 반박을 보라.) 비한정적 NP가 

지시적인가 아닌가도 쟁점 중의 하나이다. Fodor and Sag(1982)나 Chastain 

(1975)는 비한정적 NP 중에도 지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Ludlow and Nea1e(1991)는 Russell을 따라 비 한정 적 NP는 모두 비 지 시 적 이 

라고 반박한다. (Ludlow and Nea1e(199l)에 의 하면 비 한정 적 NP가 지 시 적 으 

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논리의미적 비지시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비 

한정적 NP가 지시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Fodor and Sag 

(1982)는 비한정적 NP를 지시적인 것， 특정적인 것， 불특정적인 것으로 분류 

하는 반면， Givón(1978) , Babby(1980)를 포함해 다수는 지 시 성 과 특정 성 을 동 

일하게 간주하여 비한정적 NP를 지시적(=특정적)인 것과 비지시적(=불특정 

적)인 것으로 양분한다. 어쨌건 적어도 불특정적 비한정적 NP의 비지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Lyons(1977)도 보라). 이상 

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NP의 (논리의미적) 지시가능성이 위에 

언급된 순서대로， 즉， 지시적 한정적， 수식적 한정적， 특정적 비한정적， 불특정 

적 비한정적 NP의 순으로 위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35) 존재문의 NP가 지시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본문의 주장과는 달리 

Babby( 1980:70)는 (부정존재문의 NP는 비지시적인 반면) 긍정존재문의 NP는 지시 
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지시적”이라는 용어가 본 논문에서와는 달 

리 화자의 입장에서 특정객체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36) Donnellan은 예를 들어 “Smith’ s murderer"라는 한정적 묘사가 화자가 그 지칭체 

를 알 경우에는 지시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식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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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의 (논리의미적) 지시성이 존재문에서의 사용가능성과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 언급된 NP유형 전부가 존재문에 가능 

하다는 사실은 존재문에 사용되는 NP가 다양한 정도의 지시성을 갖올 수 있 

음을 보일 뿐 NP의 지시성에 따라 존재문에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 

음을 보여준다. 누차 강조하지만， NP의 논리의미적 지시성과 존재문발화의 

화용적 지시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NP의 논리의미적 지시성 정 

도에 관계없이， 존재문을 발화하는 화자는 NP가 지칭하는 객체가 존재하는 

(혹은 부재하는) 상황을 진술할 뿐 그 객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존재문이 객 

체의 존재(혹은 부재)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혹은 부재)하는 상황-사 

실을 진술하는 것임을 상기하라.) 화자의 화행목표는 자신이 제시한 사실(혹 

은 그 사실 속에 포함된 객체)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청자로 하여금 그 

것을 담화영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재(再)부탱시켜 활성화시키도록 이끄는 것 

이다. 이러한 화행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청자가 NP의 논리의미적 지시성 

정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차적일 뿐이다. 때로는 화 

자가 특별한 형태적 표지를 사용해 NP의 지시성이 비교적 높음-예컨대， 특 

정성을 갖음-을 신호하기도 한다. 위의 예 (2)에서 “oalfH”은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이라는 특정성을 뜻하는 신호이다. 

(2) ECTb Y Hac OAHH 3HaK。뻐11 MaJlb 'lHK. 

‘우리가 아는 한 소년이 있어요.’ 

다음 절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경우 화자가 특정객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신호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서술에서 그것이 담화주제를 구 

성할 확률이 높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러한 형태적 신호는 청자의 

해석과정을 좀더 용이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OllHH동반 유형이 이야 

기담화의 시작부분에서 동장인물을 소개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이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신호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신호가 없다해도 

동일한 텍스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4.2. 이야기담화에서의 존쩨문: 배경 및 소개기능 

4.1.에서 존재문은 NP의 논리의미적 지시성과 관계없이 화용적으로 비지시 

적 표현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즉， 논리의미적 지시성이 아무리 높은 N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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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더라도 존재문발화에는 그 NP가 지칭하는 객체를 지시할 의도가 부재 

한다. 존재문은 어떠한 객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건과 유관한 배경상황을 묘사하거나 객체를 소개하여 담화영역 내에서 활 

성화시킴으로써 이후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오리엔테이션 기능올 담당한다. 우선 배경상황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보자. 

(20) R OtleHb xoqy KynHTb ny KHHry. Ho y MeH5I HeT lleHer. TaK tlTO 51 

He Mory e!! KynHTb. 

‘나는 이 책을 매우 사고 싶다. 그러나 내겐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다.’ 

위의 예에서 돈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존재문은 책을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존재문이 배경기능을 갖을 때에는 어느 한 특정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정보적 중요성이 문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 

된다. 이 점에서 배경기능을 갖는 경우는 존재문의 제언판단적 특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존재문이 이야기의 첫머리에 동장할 때에는 많은 경우 앞으로 담화주 

제를 이룰 객체를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이야기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이야기 

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필요한 등장인물이나 시공적 배경을 소개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예컨대， 거의 모든 언어들에서 옛날이야기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기 위한 형식화된 서두로서 존재문을 취한다: “B HeKOTopOM 

uapCTBe )J(HJI na ÓbIJI CTapHX CO cTapyxQlo."(한 왕국에 노인부부가 살고 있었어 

요.);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old man in the village." 등올 보라. 이 렇게 존재문이 소 

개기능을 갖을 때에는 NP가 초점을 받으며 따라서 여기에 문장강세가 떨어 

진다. 많은 연구들이 존재문에서는 NP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보고 소개기능을 

존재문의 대표적 담화기능으로 간주하곤 한다(Bolinger(1977) ， Woiset

schlaeger(1983), Holmback(1984) 동을 보라). 그러나 이는 존재문이 객체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인한 것이다. 존재문에서 NP-초 

점유형은 하나의 변이형일 뿐이다. 넓은 의미에서 소개기능은 배경기능의 일 

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실제로， 좀더 확대된 담화맥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청자는 존재문이 명백히 소개기능으로 쓰여진 것인지， 그 밖의 배경기능으로 

쓰여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놓게되기도 한다. NP로만 문장강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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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은 강세의 상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다. 예컨대， 청자는 “Y MeHjj B KOMHaTe eCTb CaMOBap." 

(내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만 듣고서는 앞으로 화자가 사모바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으로 사모바르를 담화에 등장시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서 

술에 사모바르가 있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건 유관하므로 단순히 배경으로서 

발화한 것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다음 예를 앞의 예 (5)와 비교해보자. 

(21) Y MeHjj B KOMHaTe eCTb CaMOBap. OH OqeHb CTap뼈， HO jj ero JII06J11O. A 

OAHa*a~ OH HCqe3. 

‘내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하루는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5) Y MeHjj B KOMHaTe eCTb caMOBap. Y MeHjj B KOMHaTe TaK*e eCTb Tene

BH30p, TenelþoH H KOMIT뻐Tep. H OQeHb aOBoneH MoeA KOMHaT얘 H 6naroaapeH 

poaHTeRjjM 3a Heð. 

‘내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내 방에는 TV, 전화 그리고 컴퓨터도 
있다. 나는 내 방에 매우 만족하며 그것에 대해 나의 부모님께 감사한다.’ 

(21)의 존재문은 사모바르를 앞으로의 담화주제로서 소개하고 있는 반면， 

(5)의 존재문은 단지 화자가 자신의 방에 만족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존재문 이후 계속되는 담화텍스트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존재문이 발화되는 당시에는 가능한 잠정적 해석들 

중의 하나로 존재할 뿐이다. 그 당시로서는 소개냐， 배경이냐라는 해석의 분 

화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쪽이건 공통적으로 존재문은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이야기절(narrative clause)을 형성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 기 

능을 담당할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소개기능과 기타 배경기능이 명백한 차이를 갖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존재문에서는 소개가 넓은 의미에서 배경기능의 일부로 보아질 수 

있는 반면， 제시문이나 직시문에서는 소개가 주요기능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 

러한 사실은 제시문이나 직시문의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소 

개기능은 부정과 양립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존재문의 경우에는 소개기능을 갖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될 수 있 

다. 예컨대， 옛날이야기가 “옛날옛날에 한 할머니가 없었어요로 시작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배경기능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부재하는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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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가 앞으로의 담화에 유관할 경우 그것은 부정존재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위 의 예 (20)을 보라. 

소개기능과 일반적 배경기능 간의 또다른 차이는 객체의 특정성에 있다. 소 

개되어지기 위해서는 소개되어지는 것이 특정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화자가 

특정한 객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올 소개할 수 있겠는가? 그 

러나 일반적 배경기능의 경우에는 단지 언급되는 객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유형 

에 속하는 구성원인가를 아는 것일 수도 있고(종류적 해석)， 그 구성원 중 어 

떤 특정한 것임을 아는 것일 수도 있고(특정적 해석)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의 정체파악이 가능함을 아는 것일 수도 있다(정체파악적 해석). (이와 

유사한 분류로 Hanny (1985:119- 123) 및 Löbner(1985:295-296)를 보라.) 존재 

문의 배경기능은 첫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지만 소개기능은 두 번째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개의도를 갖은 화자는 객체의 특정성을 형태적으로 

신호하기도 한다. 예 (2)를 보라. 중요한 점은 논리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객 

체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더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언어적 표현은 

종류적 해석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내겐 사모바르가 있 

다라는 일인칭화자의 발화에서 사모바르는 논리적으로는 화자가 소유하고있 

는 특정한 사모바르일 수밖에 없지만 예 (5)에서와 같이 화자의 의도가 존재 

문을 단지 배경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일 때에는 사모바르라는 유형에 속하 

는 한 구성원으로 해석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반면， 물론， 예 (21)에서의 

“사모바르”는 특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NP에 대한 해석이 

논리적 함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문이 갖는 담화기능， 즉， 화자의 의도(에 

대한 청자의 추론)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시사한다. 존재문의 담화기능과 NP 
에 대한 해석 간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존재문의 가장 원형적 담화기능인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적 상황묘 

사에서는 NP도 가장 기본적인 종류적 해석만을 갖는다. 

(2) 존재문이 일반적 배경묘사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소개적 기능을 할 때에 
는 NP의 해석도 조금 더 구체화되어 특정성이 부여된다. 

(3) 어떤 경우에도 존재문은 정체파악적 해석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야기담화에서 존재문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화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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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앞으로 나올 본격적 화행에 대한 일종의 적절조건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존재문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존재문은 (의미적으로) 종결억양을 갖지 않는다. 청자는 그 이후의 서술을 기 

대하게 된다. 만약 화자로부터 서술이 이어지지 않으면 청자는 “그래서 7" 혹 

은 “그런데7"하고 본격적 서술을 촉구한다. 이야기담화에서의 폰재문은 소개 

나 기타 배경 기능을 통해 앞으로 나올 본격적 서술을 준비시키는 예비발화 

이다. 

4.3. 질문-응답에서의 존쩨문 

질문-응답은 이야기담화와는 매우 다른 담화양식으로서 여기서는 존재문발 

화도 이야기담화에서와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두 명제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지를 알리는 

부분이고 또하나는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알아내고 싶은 것을 묻는 부분이 

다. 예를 들어， “Y BaC eCTb KapaHLIam7"(연필 있으세요7)라는 질문은 “당신에 

게 연펼이 있다라는 명제를 주고 그 명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는 질문의 핵심인 사실성을 포함하고있는 “ecTb”에 문장강세가 

오며， 객체는 단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임을 보이기만 하는 종류적 해 

석을 갖을 뿐 특정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Y BaC eCTb 

AHHa KapeHHHa 7" (<<안나 카레니냐》 있어요7) 혹은 “Y Bac eCTb 3Ta KHHra7"(이 

책 있어요7)와 같이 논리의미적으로 한정적인 NP가 사용된 경우에도 어느 한 

특정개체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들어있는 

임의의 책， 혹은 “이 책”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여전히 종류적 해석을 갖을 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웅답은 대개 “lla, eCTb."(네， 있어요.) 혹은 “HeT , HeTY." 

(아니요， 없어요.)라는 생략구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웅답문의 나머지 부분들 

은 이미 질문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흔히 생략된다. 웅답존재문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앞서 언급한 폰재문의 제언판단적 

특성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야기담화에서 존재문 

이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화행단위체를 형성하지 못하듯이， 응답존재문 또한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존재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과 응답은 각각 

은 독립적 화행단위체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상보적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러시아어 폰찌문 연구 141 

함께 하나의 화행단위체를 형성한다. 웅답존재문은 선행질문에 의해 주어진 

전형적인 존재문을 기저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이차적으로 형성된 변이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2) -- Y Bac eCTb caxap H xneð? 

‘셜탕하고 빵 있어요?’ 

-- Caxap eCTb, a xneða HeT. 

‘설탕은 있는데 빵은 없어요.’ 

위 의 웅답은 “Y MeH.lI eCTb caxap."(내 겐 셜 탕이 있다.) 및 “Y MeH.lI HeT XJJe

õa."(내겐 빵이 없다.)라는 전형적 존재문으로부터 변형을 거쳐 이루어진다. “y 

MeHR”는 질문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생략된다. 한편 “caxap"와 “XJJeõ"는 질 

문에 의해 주어지긴 했으나 둘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대조를 보 

이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이차구조에서) 이 NP들은 주어진 것으로서 문 

두에 놓이면서 출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응답문이 이 NP들이 지칭 

하는 객체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중립적 맥락의 경우， 웅답자는 

질문자의 목적이 단순히 지금 청자에게 설탕과 빵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려 

는 것일 뿐， 특정한 설탕과 빵에 대해서 혹은 유형적 총류로서의 설탕과 빵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반웅한다. NP가 주어진 표현이므로 전형적 존재문의 경우와는 

다른 어순을 취하지만 이 웅답존재문은 여전히 제언판단적이다，'37) (이러한 점 

에서， 우리말의 “은/는”은 정언판단의 신호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의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문사 질문의 경우에는 의문사에 초점이 주어지고 NP는 이미 정체파악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논리적으로 존재문이 기대되지 않는 

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문사 의문문과 존재의문문이 혼합된 형태가 사용되기 

도 한다. 다음을 보라. 

(23) -- rne 3neCb eCTb TeneφH-aBTOMaT? 

‘여기 어디 공중전화 있어요?’ 

37) 대체로 NP와 eCTb/HeT 사이에 휴지가 없지만 간혹 표현력 강한 억양을 동반하는 

경우 휴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장난기나 교태 등을 동반한 비공식적 대화로 국 

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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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TOMaT HaxOaHTCB Ha yrny, 

‘공중전화는 코너에 있어요.’ 

(ApYT~HOBa H IDHpBeB 1983:65에서 인용) 

(23)의 질문은 공중전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라는 두 질문의 혼 

합형이라 할 수 있다. 물어지는 객체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은 (23)에 

서처럼 처소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웅답은， 실제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객체의 위치를 알려는 동일한 의도를 

갖되) 질문이 의문사 없는 존재문적 형태를 띠고 나타날 때에는 응답 또한 

많은 경우 존재문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이때의 존재문은 LOC초점을 갖는 

변 이 형 임 에 주목하라.) 예 (4)를 다시 보자. 

(4) -- 3~eCb eCTb Tene~oH-aBToMaT? 

‘여기 공중전화 있어요?’ 

-- ECTb aBTOMaT 3a yrnoM, eCTb TaK*e OKono Mara3HHa, 

‘공중전화는 코너에도 있고 상점 옆에도 있어요.’ 

(ApyT~HoBa H IDHpBeB 1983:65에서 인용) 

의문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일단 그것이 존재문의 형태를 띠고 나타날 때 

에는 NP는 종류적 해석만 갖는다. 여기서는 이야기담화에서와는 달리 특정적 

해석은 나타날 수 없다. 존재문질문은 단지 지칭된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의 

존재 여부만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NP의 특정성을 신호하는 “。llHH"이 존 

재문질문에서는 불가능함을 보라*“Y Bac eCTb 0따H KapaHllam?" (어떤/한 연 

필 있어 요?); *“rlle 311eCb eCTb 0따H pecTopaH?"(여 기 어 디 어 떤/한 음식 점 있 

어요?) 

“어디”라는 의문사를 통반하는 존재문질문에서는 의문사인 LOC에 초점이 

주어지되 처소문에서와는 달리 NP는 정체파악적이 아니라 여전히 종류적 해 

석을 띤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질문존재문은 전형적 존재문과 처소문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담화와 질문-웅답의 존재문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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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중립적 묘사: 배경기능 서술존재문 

변형 LOC 초점 BE 초점 NP 초점 
의문사-웅답존재문 Yes!No질문-웅답존재문 소개기능 서술폰재문 

4.4. 간접화행으로서의 존쩨문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화자의 의도 및 화행계획에 따라 논리의미적으로 한 

정적인 NP도 정체파악적 해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언 

어에서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말하기 및 예절지켜 말하기가 

우선한다. 이러한 우선적 원칙들이 적용될 경우， 화자의 숨은 의도는 정체파 

악적 해석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더라도 이보다 정도가 약한 특정적 해석이나 

종류적 해석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 존재문 

을 이용한 간접화행이 그러한 예이다. 존재문이 간접화행으로 자주 애용되는 

것은 많은 화행에 있어 존재가 일종의 선행 적절조건이기 때문이다. 

간접화행이라는 맥락에서 “리스트적 해석”을 다시 보자. 예 (10)과 예 (18) 

의 존재문발화의 언표내적행위(i1locutionary act)는 제안이다. 이것이 제안임 

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뒷받침된다. 첫째 이 유형의 존재문은 부정될 수 

없다. 이것이 만약 순수하게 존재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부정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제안할 수는 없으므로 제안적 해석 

을 갖는 부정존재문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리스트적 폰재문은 4.2.에서 언 

급한 소개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유형의 존재문은 

담화 첫머리에 나올 수 없다. 제안은 언제나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안은 청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주어진 상황에 유관한) 새 

로운 면모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므로 논리의미적으로 한정적 NP 
이더라도 발화당시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안 

의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 예 (10) 및 예 (18)을 직접화행으로 바꾸어 보면， 

“T퍼 MOll<emb nOnpOCHTb l1eHY."(레나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 및 “TbI MOll<emb 

ynoTpe6HTb MamHHy B rapall<e기차고에 있는 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가 될 것 

이다. 이들 직접화행문에서는 NP가 정체파악적 해석을 갖는 반면， 간접화행 

문인 (10)이나 (18)에서는 NP가 (기껏해야) 특정적으로 해석되어짐에 주목하 

라. 즉， 간접화행인 존재문에서 NP는 정체확인이 가능한 개체가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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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 중 현 상황에 유관한 어느 한 구성원으로 간 

주된다. 상웅하는 직접화행문과 비교해 볼 때 존재문을 사용한 간접화행문은 

제안의 내용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존재문은 단지 객체를 제시함으로써 청자 

로 하여금 추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뿐이므로 화자 

는 필요할 경우 자신의 제안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접 

화행이 화자의 효과적인 논술전략이 되는 것이다. 예 (10)은 다음과 같이 이 

어질 수도 있다. 

(24) -- KaK TN MOll<emb TaK rOBopHTb? 끼eHa -- MO~ eaHHCTBeHHa~ ceCTpa.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레나는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 ~ TonbKO CKa3an, qTO y Te6~ eCTb 끼eHa. ~ He CKa3an, qTO TN MO

lI<emb nonpOCHTb ReHy. 

‘나는 네게 레나가 있다고 말했을 뿐 네가 레나에게 부탁할 수 있 

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 

두 번째로， 질문존재문의 경우를 보자. “Y Bac eCTb KapaH.1lam?"와 같은 질 

문존재문은 자주 “Ecnll y Bac eCTb KapaH.1lam, MOll<HO ynoTpeõllTb ero?"(혹시 

연필이 있으시다면 좀 써도 되겠습니까?) 혹은 “Ecnll y Bac eCTb KapaH.1lam, ~ 

XOTen ÕbI B3~Tb ero." (연필 있으시면 제가 좀 갖고 싶은데요.) 등의 약화 대용 

문으로 사용된다. 이 질문을 요청으로 이해하는 상대방은 답과 동시에， 혹은 

답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연필을 내어줄 것이다. 화자의 간접화행이 상대방 

의 지적 수준이나 상황 동의 요인으로 인해 축어적 질문으로만 받아들여진다 

면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 (4)와 같은 질문은 많은 경우 “Ecnll eCTb, r .1le OH?"(만약 있 

다면 어디에 있습니까?)를 함축한다. 즉， 질문자의 궁극적 의도는 공중전화의 

위치를 알고자하는 것이지만 그는 단지 그러한 언표내적행위의 적절조건의 

일부만을 표현한다. 이 경우， 상대편이 “있다”라는 답 외에， 혹은 대신에， 공중 

전화의 위치까지 알려줄 때 커뮤니케이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존재문발화가 제안이나 요청 혹은 좀더 구체적인 정보요구와 같 

은 언표내적행위의 간접화행으로 기능하는 전형적인 예들올 보았다. 엄밀히 

말하자연， 거의 모든 발화가 간접화행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언표내적 힘을 갖는가는 완전히 맥락에 대한 청자의 

추론에 달려있다. 중요한 점은 간접화행으로 기능하는 맥락에서도 축어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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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갖는 기능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의 상투적 예들에서조 

차도 청자의 추론에 의지하는 대신 화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밝히는 발화를 

존재문발화 뒤에 덧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존재문발화가 간접화행으로 사 

용될 때에도 존재사실의 진술이라는 일차적， 축어적 의미를 유지함을 입증해 

준다. 

5. 결론을 향하여 

본 논문에서 존재문은 제언판단을 반영하는 비분리성을 특정으로 하는 비 

지시적 표현으로서 객체와 처소 간의 관계 면에서 결합적 부분성을， 그리고 

객체의 시공 내에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계열적 부분성을 띠는 것으로 규정 

되었다. 이에 따라 존재문 내 NP에는 (의미적으로) 부분격이 할당되는 것으 

로 간주되었다. 부분격의 할당은 존재문 내 NP가 정체파악적 해석을 갖지 않 

음을 의미하며， 존재문이 담화 상에서 배경 혹은 소개기능을 담당하거나 빈번 

히 간접화행에 사용되는 것은 존재문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 

되었다. 기왕의 이론들과 비교해 볼 때 이상의 시도는 의미론적 차원과 담화

화행적 차원을 연결시켜 존재문의 특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약간씩 언급은 됐으나 앞으로 좀더 본격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첫째， 약한 존재문과 같이 비전형적인 폰재문의 경우 정체파악가능성의 정 

도에 있어 전형적 폰재문과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형식화될 수 있는가하 

는 문제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이 문제를 4.3.에서 다룬 웅답의 경우와 유사하 

게 처리하는 것이다. 즉 웅답존재문올 전형적 존재문의 변이형으로 본 것처 

럼， 약한 존재문을 전형적 존재문의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 

한 존재문도 원래는 전형적 존재문과 마찬가지로 부분격 할당과 제언판단적 

비분리성을 갖지만 여기에 (화용적 고려에 의해) 이차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수식어 혹은 N에 초점이 주어지면서 존재사실의 중요성은 축소되고 애초의 

정체파악불가능성이 희석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부분격 할당과 관련하여 양화적 표현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화적 표현은 그 정의 상 [Q] (=Quantity)를 갖되 모든 양 

화적 표현이 [P](=p따디tive)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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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어 부정 생 격 을 양화적 으로 다룬 Nei버e(1988)이 나 Pesetsky (1982)는 부 
정생격이 [Q]를 갖는 것으로 보는데， 필자의 견해는 이것이 [+Q]가 아니라 

[Q]의 하부자질인 [P]를 갖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화적 표 

현에는 [-P]인 것， [+P]인 것， 그리고 둘 다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항상 

[ -P]인 양화적 표현은 존재문에서 배제되게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가지 앞으로 좀더 연구되어야할 과제가 총류이다. 총류 

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라는 양적 해석 

과 “시공 속에서 구현된 구성원이 아니라 유형”이라는 질적 해석으로 양분되 

어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중 어느 한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두 해석 

모두가 옳다. 즉， 총류는 [ +Q]이기도 하고 [-Q]이기도 한 양면성을 띠는 것으 

로 보인다. 본문에서 잠시 언급한 한정성 및 지시성에 있어서 총류에 대한 논 

란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좀더 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 

마지막 과제로， 부분격과 관련하여， 부정존재문의 생격과 부정타동문 목적 

어의 생격 간의 연관성 문제가 남아있다. 부정존재문에서 사용되는 생격을 

VP 내의 부분격으로 보자는 본 논문의 주장은 부정타동문의 생격 목적어도 

원칙적으로 (혹은 적어도 많은 경우) 부분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러시아어 부정생격 목적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것과 부분생 

격을 구별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부정목적어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존재문에 대한 좀더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도 반 

드시 수행되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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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ng Lee 

Existenti머 Construction(EC) , as non-referring expression, is regarded as 

a typical linguistic phenomenon of thetic judgement. Its theticity is 

supported by syntagmatic partitivity G.e., inclusion of entity within 

location) and paradigmatic partitivity G.e., instantiation (or staging) of the 

member(s) of the class/ηpe). Thus, the semantic case of the NP of EC 

should be regarded as Partitive, although the surface morphological case of 

the NP in affirmative EC is nominative. The assignment of Partitive case 

to NP signifies that the NP is never interpreted as identifiable. It may 
only have either sortal or specific interpretation. This peculiarity of EC 

helps to explain why EC frequent1y functions as background or orientation 

in narrative discourse. It also helps to explain the fact that EC is a 
welcome candidate for indirect speech act. Interconnecting semantic and 
discourse-speech act levels, the “Hypothesis of Pragmatic Indefiniteness" 
stands out as an effective tool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