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통사 의미·화용
담화화용

(정보구조)

통사

노종식(2000),
박희태(2002),
안정옥(2003),
이광호(2007),
남숙경(2009),
박세영(2011),

김진희(2014), 김초희(2017)

박금록(2000) 박희태(2003)

의미

화용

황영순(2002),

허숙영(2007),

장경기(2010, 2014),
박기태(2015),

배정선(2001),

담화

화용

(정보

구조)

박찬규(2001), 오은숙(2019),

서아리(2022)
장경기(2012)

정효진(2009), 최정희(2014),
신소나(2016, 2017, 2019,
2021), 신소나·이기정(2019)

<표 1>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 목록

부정어동반 존재구문 연구

신소나(한라대학교)

I. 선행연구 요약

국내 there 존재구문 연구는 통사, 의미·화용, 담화·화용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21년까지의 연구들을 연도별 오름차순으로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담화·화용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there 존

재구문 연구는 여전히 통사 분야에 다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사-통사

란의 연구들은 오롯이 통사론에 입각한 것인데 그 수가 가장 많다. 또, 종렬의 범위가 횡렬

의 범위보다 우선시 되는데, 종렬 의미화용과 횡렬 통사의 의미화용-통사 란은 의미화용을

중심으로 하되 통사적 측면도 고려하였다는 의미이다. 황영순(2002)은 존재구문을 화용론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에 통사적 분석의 선행연구를 내용 비교에 활용하였다. 반면 통사-의

미화용 란의 박금록(2009)은 존재구문을 통사, 의미 영역에서 분석함에 있어 통사적 측면을

근간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황영순(2002)은 화용론을 근간으로 구문을 분석하며 통사론을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였다면, 박금록(2009)은 연구 분석을 통사론을 근간으로 하였다는 것

이다.

이러한 구분은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20세기 이전부터 존재구문 연구가 통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어 no nothing nobody

출현빈도 38 14 1

환산(%)1) 71.6 26.4 1.8

총계 53(99.8%)

<표 2> There 존재구문 명사 동반 부정어

부정어 no nothing nobody neither

출현빈도 22 17 2 1

환산(%)2) 52.3 40.4 4.7 2.3

총계 42(99.7%)

<표 3> Be동사 구문 명사 동반 부정어

감안할 때, 향후 의미나 화용 측면의 연구 필요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신소나(2021)를 보완하여 담화·화용론 중 정보구조 이론을

근간으로 there 존재구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here 존재구

문과 대응구문을 비교하는데 특히 부정어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살펴보도록 한다.

II. 신소나(2021) 요약 및 보완

신소나(2021)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영어 원본에 나타난 존재구문(there+be)의 명

사구 양상을 살펴본 결과, 명사구가 부정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80건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

체 there 존재구문 277개 중 28.9(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에 달한다. 이 중 be동사를 부정

하는 경우(there+be+not)를 제외하고 명사구 동반 부정어 양상은 다음과 같다.

‘Not’을 제외한 명사구 동반 부정어 53개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부정어는 ‘no’이다. 그렇

다면, 존재구문이 아닌 be동사 구문에서 부정 주어의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양상을 통해 존재구문의 be 동사 대응구문 사용가능 여부와 그 대응구문 내 부정어 사용패

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be동사를 ‘있다’의 뜻으로 사용하면서도 there를 활용하

지 않는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존재구문과 그 대응구문을 비교해 명사의 부재를 표현하는

there 존재구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만과 편견’에서 there

없이 사용된 be동사 구문 중 주어자리에 위치한 명사가 부정어를 동반한 경우를 모두 정리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2개 be동사 대응구문에 나타난 부정어 양상은 there 존재구문과 동일하다. ‘no’가 가

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nothing’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2개 문장 중 be동사가 ‘있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단 세 건에 그쳤으며 그 중 두

건만이 there 존재구문과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 개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서는

be동사가 ‘이다’의 뜻으로 해석되거나 관용구에 쓰여 본래 갖고 있던 뜻과 전혀 다르게 해석

되거나, 뜻 없이 수동구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어 별 예시문장은

다음과 같다.

1. Nothing could be more delightful!(p.9)3)-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다!(20쪽)4)

1)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2)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2. No man of common humanity, no man who had any value for his character, could be

capable of it.(p.86)-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야.(160쪽)

3. “True; and nobody can ever be introduced in a ball-room. ...”(p.177)-맞아요. 그 무도

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소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310쪽)

4. Neither could any thing be urged against my father,...(p.188)-아버지를 반대할 수도

없을 거야.(331쪽)

1번 문장에서 be동사는 ‘이다’로 해석되고, 2번 문장에서는 관용구로 쓰이고 있으며 3번과

4번 문장에서는 수동구문을 만들기 위해 쓰였다. 또 2번 문장의 경우 ‘no’가 두 번 등장하지

만 두 번째 ‘no’의 술어는 ‘had’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다.

be동사가 ‘있다’의 뜻으로 해석된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for nobody is on my side, nobody takes part with me, I am cruelly used, nobody

feels for my poor nerves.’(p.114)-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내 편을 거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

어. 아무도 내 신경쇠약은 신경쓰지도 않아.(208쪽)

6. Elizabeth found that nothing was beneath this great Lady's attention, ...(p.165)- 엘리

자베스는 이 고관부인은 모든 것에 관심이 뻗쳐 있어서, ...(293쪽)

7. ... nothing but love, flirtation, and officers, have been in her head.(p.285)-그 아이 머리

속에는 온통 사랑이나 남자들과 시시덕거리는 것, 장교들 생각 밖에는 없었어요.(490쪽)

5번 문장에서 ‘nobody’는 세 번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중 be동사가 함께 사용된 ‘nobody

is on my side’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be동사는 ‘이다’의 의미이나 주어 ‘nobody’

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로는 ‘없다’로 해석되었다. 또 이 문장은 ‘there is nobody on my

side’로 전환가능하고 같은 패턴의 문장이 존재한다(‘there was nobody in the

coach(p.224)’). 5번 문장이 the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어 ‘nobody’와 술어부분 ‘on my

side’가 모두 추상적 성질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ere was nobody in the

coach(p.224)’ 문장에서처럼 추상적 성격의 ‘nobody’와 물리적 성격의 ‘in the coach’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there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5)

6번 문장 역시 5번 문장과 일맥상통하다. ‘Elizabeth found that there was nothing

beneath this great Lady's attention,’로 전환 가능하며 이 문장에서도 ‘nothing’과 ‘attention’

은 모두 추상성을 띤다.

7번 문장은 앞 두 문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문장에서도 be동사는 ‘있다’로 해석되

지만 nothing은 이어 나오는 명사들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ut과 함께 오히려 존

재를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우리말 해석이 ‘없다’라고 해서 명사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만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there 존재구문과의 비교가 불

가하다. 부정어를 동반하는 there 존재구문은 명사구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결론 및 한계점

3) 모든 원문은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2012.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Ltd,.’에서 발췌

4) 모든 번역문은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꿈꾸는엔엘비트렌스닷컴. YES24전자책, 2020.’에서 발

췌

5) 박찬규(2005)에 의하면 주어부분과 술어부분의 성격이 다른 경우 there 구문을 사용한다(신소나

(2016:235 재인용).



영국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be동사 구문을 살펴본 결과, be동사가 ‘있다’로 해석되며

명사의 부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there 존재구문을 활용하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신소나(2021)가 수량사와 부정어를 동반하는 존재구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데, 이 중 부정어 동반 there 존재구문의 목적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대상 작품이 하나에 그친 것은 한계점이다. 존재구문 사용양상이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문학 외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 나타난 존재구

문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there 존재구문

의 부정 명사구 자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도 필요하다. 주어부분과 술어부분의 성격이

다른 경우 항상 there 존재구문을 사용하는지, 반면 둘의 성격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be동

사 대응구문을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존재구문의 정확한 사용법 교육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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