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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주관적 판단의 상대성
- 화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즉 발화된 문장 내의 모든 요소
는 화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언어활동 전반이 주관성을 띤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님.
- 따라서 절대적 주관성은 별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며, 둘 이상의 언어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더 유용함.
- 예컨대, 컵에 물이 절반쯤 들어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아래의 3가지 문장 중 a는 b,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
관적이고, b, c는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 b와 c 중 어느 것이 더 주관적이라고 말하기
는 어려움.
- a. 컵에 물이 절반쯤 있다. b.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 c .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
- 즉, ‘-(이)나’는 주관대량을 나타내고 ‘-밖에’는 주관소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주관대량: 화자가 설정한 기준/기대 수량에 비해 많다고 판단

- 주관소량: 화자가 설정한 기준/기대 수량에 비해 적다고 판단

보조사들 사이의 차이, 주관성의 정도 차이
- 격조사와 보조사를 비교하면, 사태를 그저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격조사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묘
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자가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보조사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a. 이번 시험에 철수가 합격했다 : 객관적 묘사
- b. 이번 시험에 철수조차 합격했다 : 주관적 내용 추가 (철수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는 판단 전제)
- 그런 점에서 격조사는 객관적이고 보조사는 주관적이라고 한 발표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음.
- 그러나 모든 보조사가 같은 정도로 주관적인 것은 아닌 듯함.
- c. 이번 시험에 철수도 합격했다.
- 격조사 ‘-이/가’를 쓴 경우에 비하면 추가되는 정보가 있음(철수 외에 다른 사람도 합격했다는 정보).
- 그러나 이 추가 정보는 그리 강하게 주관적이지는 않음. (cf. -조차)
- d. 이번 시험에 철수만 합격했다.
- 격조사 ‘-이/가’를 쓴 경우에 비하면 추가되는 정보가 있음(철수 외에는 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정보).

- 그러나 이 추가 정보는 별로 주관적이지 않음. (cf. -조차)

주관성의 구체적 내용
- 보조사들이 대체로 주관적이기는 하나, 어떤 점에서 주관적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
- ‘-(이)나’, ‘-밖에’ 같은 보조사는 주관량과 관련이 있음.
- 화자가 설정한 기준/기대 수량에 비해 더 많거나 적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냄.
- ‘-은/는’(대조), ‘-도’는 대안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조금만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냄.
- ‘-은/는’: 선택된 항목(세로초점)과 대안집합의 다른 원소 사이에 대비/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도’: 선택된 항목과 대안집합의 다른 원소가 (문장에 표현된 사태의 측면에서) 같음을 나타냄.
- ‘-조차’, ‘-까지’, ‘-마저’는 대안집합의 원소들이 (사태의 성립 확률과 관련하여) scale을 구성하며, 선택된
항목이 이 scale상의 끝점임을 나타냄.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 ‘-부터’는 선택된 항목이 대안집합의 원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줄세웠을 때의 첫째 항목임을 나타냄.
-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중 철수부터 교무실로 들어와라. / 사과부터 먹을래. / 학교부터 갈래.
- 대안집합의 원소들을 줄세우는 기준을 화자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주관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 그 기준이 화자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음.

화자의 선택 가능성
- 주관성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어떤 의미를 언어로 표현할 때, A라는 옵션도 가능하고 B라는 옵션도 가능할 때, 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주관성이 발생하는 것임.
- 반대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화자에게 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면,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주관성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움.
- 한국어의 주절에서는 문두의 주어에 조사 ‘-은/는’과 ‘-이/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내포절에서
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가’만 가능하여 (주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이 제한됨. 즉 내포절
에 비해 주절에서의 주관성이 더 높음.
- 그런데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세밀하게 記述하여 이를 주어진 불변의 조건으로 보면, 화자에게
주어진 옵션이 줄어들며, 따라서 주관성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음.
- a. 이 책을 읽기 어렵다. b. 이 책이 읽기 어렵다. / c. 사과를 먹고 싶다. d. 사과가 먹고 싶다.
- 거칠게 보면 두 옵션이 가능하나, ‘이 책’, ‘사과’를 (화제, 초점 등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b, d
가 선호됨.
- 한편 이 선택 가능성은 ‘-기 어렵-’, ‘-고 싶-’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런 요소가 없을 때
는 선택 가능성이 없음: *이 책이 읽었다, *사과가 먹었다
- 어떤 언어요소가 주관적이다, 주관성이 있다는 언명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말도 아닌 경우
가 많음. 그러한 주관성의 구체적 내용과 주관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요인에 대한 본격적이 탐색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