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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연구

배 진 솔

“앓느니 죽겠다”에서 쓰인 것과 같은 연결어미 ‘-느니’는 비교 구문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비교 구문의 의미가 ‘-느니’ 

형식의 어미에 조사가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며 본고는 이러한 주장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공시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제2장은 크게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다루는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의미적 특성

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를 비교 구문의 특성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화자가 문장 행위의 평가 양태를 비교하는 평가 

비교 구문임을 다루며, 특히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선행절에 부정적인 평가 양

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통사적 특성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

니’가 동사에 후행하여서만 결합할 수 있는 특성과 함께 ‘-느니’를 이루는 선후행절

의 어휘적 제약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더불어 ‘-느니’에 비교 조사가 결합하여 

비교의 연결어미를 나타내는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의 역사적 출현 양상에 대

하여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느니’ 형식의 어미에 관하여 잠시 살펴본 뒤 비교

의 연결어미 ‘-느니’의 출현과 비교하여 볼 것이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현

대 한국어에서 ‘-느니보다’와 의미상으로 크게 유사하기에 역사적인 단계에서도 ‘-

느니’와 ‘-느니보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느니’의 특성과 제3장에서의 출현 양상을 통해 

‘-느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미 15세기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로 

이어지는 ‘-느니’ 단독 구성이 있었다는 가설, 주격 조사 결합형이 비교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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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다는 가설을 검토한 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비교 의미는 비교 조사 결

합 구성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바를 정리하고 미처 논의하지 못한 바에 대

하여 언급하며 마무리 지을 것이다. 

주요어: ‘-느니’, 비교 구문, 연결어미, 평가 양태, 내포문 종결어미

학  번: 2016-2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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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대상과 목적

본고의 연구 목적은 아래의 예문 (1)과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 ‘-느

니’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 의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에 있다.  

(1) ㄱ. 앓느니 죽겠다. 

ㄴ. 여기에 있느니 집에 가겠다. 

(1)에서 나타나는 ‘-느니’는 ‘-느니’가 결합한 선행절과 그것의 후행절을 서로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1ㄱ)에서는 ‘앓는 것’과 ‘죽는 것’을, (1ㄴ)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과 ‘집에 가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과 같은 ‘-느니’를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라고 지칭할 것이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는 비교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의 양태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1)에서 ‘앓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각각 ‘죽는 것’, ‘집

에 가는 것’에 대응되는 비교 기준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해당 명제를 꺼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 양태가 드러난다.  

이렇듯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다양한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데에 비해 

‘-느니’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는 단순하다. 우선 “느”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오로지 동사에 후행해서만 나타나며 그와 동시에 항상 “느”가 통합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는데’, ‘-는’등의 어미에서 동사에 후행할 때에 한해 나타나는 선어말 어

미 ‘-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느-’를 분석하고 나면 남는 것은 “니”뿐

이다.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니’가 별도의 문법 요소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

니’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의존명사 구성이거나 어미 ‘-(으)니’일 것이다. 

그런데 연결어미 ‘-(으)니’, 종결어미 ‘-(으)니’, ‘-(으)ㄴ+이’ 의존명사 구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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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래 비교 의미를 지니지 않은 문법 요소만으로 비교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

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주로 ‘보다’, ‘만큼’ 등과 같이 비교 의미를 위한 조사를 통

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결어미 ‘-(으)니’, 종결어미 ‘-(으)니’, 

‘-(으)ㄴ+이’ 의존명사 구성과 같이 “니”라는 음상을 지닌 형식을 통해 비교의 연

결어미 ‘-느니’의 의미 구조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아울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는 ‘-느니’에 비교 조사가 결합한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이 있다.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느니만’,‘-느니보다’, 

‘-느니만큼’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2) ㄱ. 열심히 일하느니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표준국어대사전》, -

느니만큼)

ㄴ. 노예의 삶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표준국어대사전》1), -느니

만)

ㄷ. 그러나 지금 이 새끼 잉어 두 마리는 그렇게 약으로 먹느니보다 저녁 

찬으로 먹기 위해 볶아 먹자고 했다. <한국 현대 수필을 찾아서>2)

본고에서 이러한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느니’

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 의미가 바로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느니’가 가지고 있는 비교 의미는 기원적으

로 존재했다기보다, 비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와 ‘-느니’가 결합한 ‘-느니만’, 

‘-느니보다’, ‘-느니만큼’ 전체의 의미를 ‘-느니’가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졌을 가능

성이 높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니’가 언제부터 문증되는지, ‘-느니’와 조사가 결합한 구문은 어느 시기부

터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이하 《표준》.

2) 《표준》에서 ‘-느니보다’는 ‘-느니만큼’, ‘-느니만’과는 달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 비교 

조사 ‘보다’가 결합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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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서태룡

(1988)에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다른 “니” 형식의 어미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대(1994), 김양진(2009)은 비교의 연결어미 ‘-

느니’는 의미가 거의 유사한 ‘-느니보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를 ‘-는+이’ 의존명사 구성으로 보았다. 

‘-느니’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별도의 범주를 설정한 것으로는 이희자 ․ 이종희

(1999)가 있다. 이희자 ․ 이종희(1999)에서는 종결어미가 내포된 ‘-느니’를 연결어

미나 전성어미도 아니면서 종결어미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어미로3) 분류하였다. 

김양진(2009)에서도 이희자 ․ 이종희(1999)의 특수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특수어미 ‘-느니’의 범주는 다소 더 넓었다. 김양진(2009)에서는 이희자 ․ 이종희

(1999)에서 다룬 종결어미가 내포된 ‘-느니’를 ‘-느니1’로, ‘-ㄴ 것’과 유사하게 해

석되는 체언화의 기능을 하는 ‘-느니’를 ‘-느니2’와 ‘-느니3’로 구별하여 이들 ‘-

느니’를 특수어미로 함께 다루었다. 김양진(2009)에서는 더 나아가 ‘-느니’와 ‘-느

니보다’의 ‘-느니’는 생산적으로 체언화의 기능을 하고 있어 보조사 ‘보다’가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 ‘-느니’와 ‘-느니보다’의 ‘-느니’를 보다 생산적인 ‘체언 형성소’로

서 ‘-느니2’로 두었다. 한편 ‘-느니만’, ‘-느니만큼’과 같이 굳어진 형식에서의 ‘-

느니’는 ‘체언 구성소’로서 ‘-느니3’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대상이 비교의 연결어

미 ‘-느니’는 ‘-느니2’과 ‘-느니3’이라고 볼 수 있다.  

‘-느니’의 비교 의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비교 구문을 다루면서 아울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를 다루는 연구로는 허웅(1975), 김정대(1994), 하길종(1999)가 

있다. ‘-느니’가 비교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수성에 주목한 것으로는 허웅(1975)에

서 비교법(견줌법)으로 제시한 것이 가장 이르다고 생각된다. 허웅(1975)에서는 비

교법의 예로 ‘-곤’과 함께 ‘-느니’에 ‘-오-’가 결합된 ‘-노니’를 제시하였으나 그 

3) 이희자 ․ 이종희(1999)에서 정의된 ‘특수어미’는 내포문 종결어미로 쓰이는 ‘-십사’, ‘-습네’ 등

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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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무척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정대(1994), 하길종(1999)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구문을 ‘의사 비교 구문’의 한 종류로 보았다. ‘의사 비교 구문’은 

김정대(1994)에서 서술어가 동일하지 않은 비교 구문을 의미하는 반면 하길종

(1999)에서는 두 개의 비교 대상 중 하나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여 용어 

상의 차이가 있다. 

‘-느니’만이 지닌 특수한 의미에 대하여 다룬 연구에는 하길종(1999), 장경우

(2014)가 있다. 하길종(1999)에서  ‘-기보다’가 [+기정성]을 지니는 것에 반대되

어 ‘-느니’는 [-기정성]을 지닌다고 ‘-느니’와 ‘-기보다’을 서로 대조하였다. 아울

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단순한 비교라기보다는 비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

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경우(2014)에서는 선후행절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다루면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는 선후행절의 사태가 모두 화자에게 못마땅

하다는 부정적인 감정 양태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 비교 의미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김정대

(1994)와 김양진(2009)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정대(1994)는 ‘-는+이’로 분석되

는 의존명사 ‘이’ 구성으로 보면서 ‘-ㄴ 것보다’와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의존명사 ‘이’의 음성적 특징상 선행 어미와 융합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의존명사 

‘이’와는 별개의 형태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짤막하게 언급하였다. 김양진(2009)

에서는 “NP1이 NP2이 낫다”와 같이 평가 형용사가 공기된 문장으로부터 의미가 유

래했기 때문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하

였다. 

이처럼 기존 논의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다른 연결어미를 다루면서 

부차적으로 논의되거나, 논의되는 경우에도 비교 구문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비교

의 연결어미 ‘-느니’가 비교 의미를 갖게 된 원인이 대하여 다룬 연구는 드물다. 특

히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3.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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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중세 한국어의 문헌을 발췌하는 경우 uniconc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

세 한국어 한글 문헌의 초기 용례를 찾기 위하여 15세기 시기의 예문을 주로 인용

하였다. 근대 한국어의 예는 신소설 중심으로 예문을 검토하였으며 현대 한국어 자

료로는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세종 말뭉치는 근대 한국어 자료를 포함하고 있

지 않으므로 근대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네이버 뉴스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1921년도부터 1999년까지4)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신문의 기사 자료를 모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

러리에서는 연도별 빈도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 빈도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용이

하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가지고 있는 비교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기원했는지 살펴보고자 ‘-느니’가 가지고 있는 비교 의미, ‘-느니’ 조사 결합 구문

의 의미 및 출현 시기, 양상,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출현 시기 및 출현 양상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비교 구문의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를 

설명하고,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지니는 의미의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기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가

설을 검토할 것이다. 이들 가설은 ‘-느니’에 조사가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

니’가 비교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5세기에 존

재했던 ““니” 형식의 어미들, 연결어미 ‘-(으)니’, 종결어미 ‘-(으)니’, ‘-(으)ㄴ+

이’ 의존명사 구성의 중세 한국어에서의 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비교 조사가 통합된 ‘-느니’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의 관련성

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느니보다’, ‘-느니만큼’, ‘-느니만’이 제4장의 대상이 되

는 형식이다. ‘-느니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과 다소 이

4) 1941~1945년의 기간 동안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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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기에 따로 다루어 두고, ‘-느니’와 ‘-느니보다’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5장은 제4장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느니’와 ‘-느니보다’의 기원을 소개

한다. ‘-느니’와 ‘-느니보다’는 지금까지와의 통념과는 다르게 별 관련이 없으며 ‘-

느니’는 오히려 ‘-느니만’ 구성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느니보다’의 선어

말 어미 결합 양상과 ‘-다 하-’ 융합형을 통해 이들 조사 결합 구성이 종결어미 

‘-(으)니’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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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통사

2.1. 의미적 특성

2.1.1. 평가 비교 구문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 구문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교 구문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으로는 (1)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철수는 영희보다 크다. 

일반적인 비교 구문에서 비교는 주로 두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대상을 비교 대상이라 칭한다. (1)에서 ‘영희’는 기준점이 되며 ‘철수’는 비교의 중

심이 된다. 오경숙(2003: 21)에서는 ‘영희’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비교 기준 대상’, 

‘철수’에 해당하는 비교의 중심을 ‘비교 중심 대상’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는 ‘크다’와 같은 용언은 ‘서술어’라고 하였다. 서술어를 통해 

이루어진 비교의 내용, [크기]와 같은 정도성 개념은 김정대(1993), 김정아(1998)

에서 ‘비교 내용’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들을 그대로 따르겠다. 

(1)과 같은 전형적인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대상이 ‘영희’, ‘철수’와 같이 체언이

기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형성하는 비교 구문과 같이 용언이 포함되는 문장

과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 김정대(1993)은 모든 종류의 비교 구문에서 용언이 공

기된 복문으로서의 기저 구문을 상정하였기에, 김정대(1993)에서 상정한 기저 복문

을 이용하면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비교 구문 내에서의 지위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의 예문을 김정대(1993: 52)에서 상정한 기저 복문으로 만들면 

(2)와 같이 된다. 본고에서는 (2)에서처럼 비교 대상에는 대괄호를, 비교 내용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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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서술어에는 중괄호를 사용하였다. 

(2) [철수]가 {큰 것}보다

   [영희]보다 {크다}. 

김정대(1993:　52)에서는 (2)에서 중괄호로 표시된 ‘크다’와 같은 서술어가 기저 

복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평행성’이라고 지칭하고 ‘평행성’을 갖춘 것을 

‘순수 비교 구문’, 그렇지 못한 것을 ‘의사 비교 구문’이라고 하였다.5)

순수 비교 구문에서 비교 내용은 서술어를 통해 드러나며 [정도성]을 지니고 있

어야 한다는 제약을 지닌다. 형용사는 동사보다 더욱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비교구문에서 형용사와 동사 구문은 기저 문장이 다르게 상정된다. 

(3)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4)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형용사가 결합하는 경우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

용사 단독으로 비교 내용을 지칭하는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으나, ‘만들다’와 같은 

동사는 그럴 수 없기에 (4ㄴ)은 비교 내용을 찾기 어려운 어색한 문장이 된다. (4

ㄷ)과 같이 비교 부사 ‘더’가 사용된 경우 완성 동사인 ‘만들다’의 어휘상에 의하여 

[수량]이 비교 내용으로 이해되어 문장이 성립한다. 

5) 김정대(1993: 50)에서는 기저 구조에서 복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순수 비교 구문’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준비교구문’이라 하였다. 준비교구문에는 “철수가 180cm만큼 크다”와 같이 비교 기

준 대상이 수치명사여서 “180cm가 크다”와 같이 기저 문장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된다. 

오경숙(2003: 122)에서는 그러한 통사적 구분이 의미론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였다. 본고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느니보다’가 복문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오경숙

(2003)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9 -

(5) [케이크]보다 [와플]이 낫다. 

[정도성]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5)과 같이 평가 형용사일 수도 있다. 평가 형용

사란 평가 양태6)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로 ‘낫다’, ‘좋다’, ‘쉽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비교 구문을 평가 비교 구문이라고 지칭하겠다. 

(6) ㄱ.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드는 것]이 낫다.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낫다. 

평가 비교 구문은 김정대(1993)의 정의상으로 유사 비교 구문에 속한다. (6)와 

같이 평가 비교 구문은 비교 대상으로 ‘-는 것’, ‘-기’와 같은 명사절을 취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길종(1999: 69)에서 다루듯 평가 비교 구문은 화자의 비교 과정에

서 화자의 평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두 비교 대상의 속성 사이의 [정도성]을 비교하

는 전형적인 순수 비교 구문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7) 그렇기 때문에 (6

ㄴ)과 같이 의미적 공통성이 희박한 두 문장 사이에서도 평가 비교 구문은 성립할 

수 있다. (6ㄴ)에서 두 문장 사이에서 비교되는 것은 화자의 평가 가치로, “케이크

를 만들다”보다 “잠을 자다”가 보다 더 마땅한 행동임을 이야기할 뿐이다. 

(7) ㄱ.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당위])

ㄱ‘.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 것이다. ([의도])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ㄹ 것이다}. 

6) 평가 양태는 감정 양태라고도 불린다(김병건 2016: 7).

7) 하길종(1999)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 구문을 ‘의사 비교 구문’라고 하였다. 이는 김정대(1993)에

서 정의한 ‘의사 비교 구문’과 용어가 유사하며 범주상으로도 ‘-기보다’, ‘-느니보다’ 등이 중복

되지만 정의는 다소 다르다. 하길종(1999)에서는 비교 기준 대상이 “철수는 (똑똑하다기보다는) 

멍청하다.”와 같이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사 비교 구문의 기준으로 두었다. 비교 기준 대상

이 생략될 수 있느니만큼 의사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내용보다는 비교 중심의 특징을 강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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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교 구문의 특성 중 하나로는 앞서 다룬 순수 비교 구문과는 달리 동사의 

결합이 더욱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8) ㄱ. 그러기보다 죽는 게 낫다. 

ㄱ'. ?그러기보다 죽자.  

ㄴ. 앓느니 죽는 게 낫다. 

ㄷ. 앓느니 죽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형성하는 비교 구문은 이들 평가 비교 구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 평가 비교 구문은 다음과 같이 화자의 평가가 후행절의 양태 어미로 

나타나는 문장으로 각각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느니’ 비교 구문은 평가 형

용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평가 비교 구문과, 평가의 의미가 양태 어미로 드러난 

구문에서 모두 쓰이고 있다. 

평가 비교 구문에서 비교 내용이 되는 것은 화자가 평가할 수 있는 [의도], [당

위]와 같이 [정도성]을 지닌 평가 양태이다. 

(9)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들-

{-지[요구], -자[청유], -어야겠다[의도], -ㄹ 것이다[의도/추측], -고 

싶다[소망], -고자 한다[소망] … }.

(9)에서 보듯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의 유형은 후행절의 양태 어미에 따라

서 달라진다. 가령 ‘-ㄹ 것이다’가 [추측]의 의미로 쓰인다면 화자가 판단하는 가치

는 가능성이 된다. 

(10) ㄱ. 날씨가 더우니 사람들은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을 것이다.

ㄴ.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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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의 문장에서는 ‘해장국을 먹는 사태’보다 ‘냉면을 먹는 사태’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의 비교 내용은 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한편 

(10ㄴ)의 문장에서의 비교 내용은 각 사태를 행하려는 의향의 정도가 된다. 

평가 형용사 중 중에서 특히 ‘낫다’는 평가 비교 구문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이기에, 더 나아가 평가 비교 구문의 의미 양상이 ‘낫다’와 완전히 동

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장경우(2011: 69)에서 ‘VP느니 VP’ 구문은 비교 의미

로 ‘낫다’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양진(2009: 93)에서는 ‘낫다’가 술어로 등장

하는 비교 구문이 제일 먼저 등장하여 다른 서술어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낫다’는 평가 형용사 중 하나일 뿐 평가 비교 구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ㄴ)을 ‘-느니보다’로 바꾼 것과 ‘낫다’가 쓰인 문장으

로 바꾼 예를 살펴보자.

(11) ㄱ.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겠다.

ㄴ.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는 게 낫다. 

(11ㄱ)을 (11ㄴ)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0ㄱ)의 상황

과 (11ㄴ)의 상황이 유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11ㄴ)에서의 비교 내용은 특정 사실

에 대한 판단이며 (11ㄱ)은 주관적인 의지이다. 단적으로 “해장국을 먹는 것보다 냉

면을 먹는 게 낫다. 그러나 나는 냉면을 먹느니보다 해장국을 먹겠다.”와 같은 문장

이 성립한다. 이때 선행절의 ‘낫다’의 비교 내용은 관찰된 사실에 따른 당위인 반면 

후행절의 비교 내용은 화자의 주관적인 의향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느니’가 완전히 ‘낫다’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느니’와 ‘낫다’는 

유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비교 내용이 되는 가치의 차이라기보다

는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 전체의 양태에 의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1.2. ‘-기보다’, ‘-는 것보다’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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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 ‘-기보다’, ‘-ㄴ 것보다’의 비교 구문의 성립 여부는 각각 차이를 보인

다. 

(12)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13) ‘-느니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느니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느니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14) ‘-기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다.8)

ㄴ.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기가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낫다,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8) “케이크가 맛있다기보다 와플이 맛있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케이크가 맛있다](고 

하)기보다 [와플이 맛있다](고 할 수 있다).”와 같이 ‘-다’로 인하여 일종의 인용문 구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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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ㄴ 것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는 것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는 것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장경우(2011: 65)에서 언급한 대로 ‘-기보다’와 ‘-ㄴ 것보다’ 사이에서 자연스러

운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의미의 측면에서라기보다 통사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보다’는 ‘VP기보다 VP’의 구조로만 나타나며 반대로 ‘-

ㄴ 것보다’는 ‘[VP1]NP1보다 [VP2]NP2 VP(서술어)’로만 나타난다.9) 한편 ‘-느니보

다’는 두 유형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기보다’, ‘-ㄴ 것보다’

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의 ‘-느니보다’에 결합한 예를 보면 (13ㄴ)에서처럼 설령 동사가 결합한 상

태라 할지라도 가치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문장에서는 ‘-느니보다’가 결합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느니보다’에 형용사가 결합하지 못한다는 특성이 

형용사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형용사가 [의도]나 [당위]와 같은 가치 판단과 결

합할 수 없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설령 ‘-ㄴ 것보다’ 구문이라 

할지라도 [VP1]NP1보다 [VP2]{의도/당위}의 형식을 갖춘 평가 비교 구문으로  쓰

이는 경우 형용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하길종(1999: 78)에서는 이처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화자의 판단이 강조되는 것이 ‘-기보다’와는 대조되는 ‘-느니보다’의 특

징이라 하여 형용사가 결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보다’와 ‘-ㄴ 것보다’에서는 (14ㄷ, ㄹ), (15ㄷ, ㄹ)의 예에서와 같이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장에서도 쓰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 양태가 포함된 ‘차라

9) (11ㄷ)과 (11ㄹ)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나 (11ㄹ)은 ‘케이크 만들기’와 같은 명사화가 일어나

며, (11ㄷ)은 평가 형용사를 ‘낫다’로 바꾸어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기가 더 낫다.”라

면 자연스럽다. 불완전하기는 하나 ‘케이크가 맛있기’가 ‘케이크가 맛있을 가능성’에 유사한 의미

로 명사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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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오히려’와 같은 부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 부사

의 결합 여부는 ‘-느니’ 비교 구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느

니’ 비교 구문은 양태 부사의 결합 없이도 양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관해

서는 2.2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1.3. 선후행절의 평가

장경우(2014)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비교의  ‘-느니’는 단순히 비교를 뜻할 뿐 아

니라 이와 더불어 선행절의 내용을 깎아내리는 ‘불만족’의 감정 양태가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10) 가령 장경우(2011)에서 ‘앓느니 죽지’의 의미를 표현한 그래프로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양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족스러움)

앓다 죽다

<그림 1> ‘앓느니 죽지’의 의미 그래프 (장경우 2011: 76)11)

위의 그래프에서 세로선은 ‘앓다’와 ‘죽다’라는 각각의 동사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

다. ‘앓느니 죽지’에서의 어미 ‘-지’는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서 비교 내용이 되는 가치는 의지가 된다. 장경우(2014: 110)에서는 ‘앓느니 죽지’

와 같은 평가 비교 구문12)은 후행절의 사태가 이미 불만족스럽고, 선행절의 사태는 

10) ‘불만족’의 양태라는 용어는 장경우(2014)의 것으로 박재연(2006: 69-75)에서의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라는 범주에 따르면 행위 양태에 속한다고 하였다. 

11) 장경우(2011)는 ‘앓다’와 ‘죽다’의 선을 비스듬한 선으로 나타냈으나 가로축의 의미를 알기 어

려워 세로축에 평행하는 직선으로 변형하였다. 

12) 장경우(2014)에서는 “앓느니 죽지”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평가 비교 구문’과 같은 개념어로 

정의하지는 않고 단지 “ ‘낫다’가 유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느니’ 구문”이라고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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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욱 열등해 선택하기 어려운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

경우(2014)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이미 불만족스러운 예는 다음과 같다. 

(16) ㄱ. 너희들을 믿느니 동네 개를 믿겠다.

ㄴ. 앓느니 죽지.

ㄷ. 그 사람과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장경우 2014: 110)

이러한 의미는 부사 ‘차라리’와 공기되기 좋은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차

라리’는 《표준》에서 이미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

으로 나음을 나타낸다.” 기술되어 있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느니’ 비교 구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모두 불만족스럽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느니’가 

포함된 문장 가운데 후행절의 사태가 그다지 불만족스럽지 않은 예를 골라 보면 다

음과 같다.

(17) ㄱ. 그러나 지금 이 새끼 잉어 두 마리는 그렇게 약으로 먹느니보다 저녁 

찬으로 먹기 위해 볶아 먹자고 했다. <한국 현대 수필을 찾아서>

ㄴ. 이담에 결혼해서 이런 무덤 같은 집에서 사느니 애시당초 말고 너 갈  

길 따로 찾거라. <여성 이야기 주머니> 

ㄷ. 그런 반박을 듣느니, 다비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 <오디션>

(17)의 문장에서 ‘-느니’ 혹은 ‘-느니보다’에 후행하는 문장은 불만족스럽다고 보

기 어렵다. 이는 (16)와 (17)에서 나타나는 양태의 차이로 보인다. 장경우(2014)에

서 후행절까지도 불만족스럽다고 예로 든 문장은 모두 ‘-지’나 ‘-겠-’과 같은 의지 

양태를 표현한 문장이다. 우선 (17)에서도 선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불만족스럽다

는 것은 동일하다. 의지 양태 문장은 많은 경우 화자가 1인칭으로 제한되기에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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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도 주어는 동일하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며 화자가 의지를 발휘

하기 어려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동일하게 이어진다면 후행절 역시 그나마 나은 

차선책이 잇따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 이는 ‘-느니’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이

라기보기는 어렵다. 

(18) ㄱ. 그걸 믿느니 지금 주는 이걸 믿어라.  

ㄴ. 이렇게 끙끙 앓느니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으

리라.

ㄷ. 그 사람과 사느니 혼자만의 행복을 찾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8)의 문장에서 후행절의 양태 어미를 [명령]이나 [청유]

의 문체법으로 바꾸면 (16)에서와는 달리 후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그다지 불만족

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명령]과 [청유]에서는 주어와 화자가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로부터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느니’ 비교 구문에서 선행절의 사태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한편, 후행절

의 사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그러할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족스러움)

선행절 사태 후행절 사태

<그림 2> ‘앓느니 죽지’의 의미 그래프

이를 반영하여 그래프를 수정하면 <그림 2>와 같이 후행절 사태에 대한 화자의 가

치 판단의 정도는 ‘만족스러운 정도’의 아래 혹은 위 모두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서 ‘낫다’와 ‘-느니’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관점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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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ㄱ.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낫다. 

ㄴ.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좋다.  

ㄱ'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낫다. 그래도 기왕이면 밥을 먹어라. 

ㄴ'.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좋다. 그래도 기왕이면 밥을 먹어라. 

(19)의 예에서 (19ㄱ')은 자연스러운 반면 (19ㄴ')은 다소 어색함이 있다. (19ㄴ)

이 단순히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사태’보다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가 더 바람직함

을 나타내는 반면, (19ㄱ)은 그러한 의미에 더해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사태’는 만

족스럽지 않음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19ㄴ')과 같은 문장은 이미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밥을 먹는 사태‘를 언급하여 어색해지지만, (19ㄱ')에서는 ‘아침

에 빵을 먹는 사태’가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럽다. 이처럼 ‘낫

다’에도 선행절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우며, 많은 경우 후행절의 사태마저

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느니’ 비교 구문과 유사하다. 

2.2. 통사적 특성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구문은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느니’ 비교 구문은 언

제나 “-느니 … 것이 (평가 형용사)”와 같이 ‘비교 기준 대상 - 비교 중심 대상 - 

서술어’ 식으로 나타나며, “ … 것이 … -느니 (평가 형용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때 비교 중심 대상은 생략되지 못한다. (20)은 이를 “앓느니 죽는 게 낫다”

로 나타낸 예이다.  

(20) ㄱ. 앓느니 죽는 게 낫다.

ㄴ. *죽는 게 앓느니 낫다. 

ㄷ. *앓느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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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ㄱ. 앓느니 죽겠다. 

ㄴ. *앓느니 낫겠다. 

‘-느니’ 비교 구문이 형성할 수 있는 또다른 구문인 ‘-겠-, -자’ 등 양태성 어미

가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후행 문장의 어휘에 제약이 있다. 2.1.1에서 다룬 바와 같

이 “-느니 … -겠-”과 같은 평가 비교 구문에서 ‘-느니’에 통합하는 용언과 ‘-겠

-’에 통합하는 용언은 화자의 가치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느니’에 후행하는 

용언은 (21ㄱ)과 같이 ‘-느니’에 선행하는 용언과 대조되는 어휘여야만 한다. (21

ㄴ)과 같이 평가 형용사가 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ㄴ 것’과는 다른 ‘-느

니’만의 특징이다.  

‘-느니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원

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견해가 많았다. 《표준》에서도 ‘-느니보다’는 별개의 어미로 

구별하지 않고 ‘-느니’에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느니’와 ‘-느니보다’가 동일한 기원을 지니고 있다면 ‘-느니’에서 ‘보다’에 첨가

되는 과정 혹은 ‘-느니보다’에서 ‘보다’가 탈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김양진

(2009: 94)는 기존에 형성된 ‘-느니’에 잉여적으로 강조를 위해 ‘보다’가 결합되었

다고 하여 전자의 입장을 택하였다. 김양진(2009)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와 같

은 보조사는 축약은 될지언정 탈락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느니보다’로부

터 ‘-느니’가 파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미 파생 기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비교 조사로부터 ‘-느니’로까지 의미가 확산되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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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느니’의 역사적 출현 양상

본 장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느니’류 어미의 역사적 출현 양상에 대하

여 다룬다. 여기에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성이 포

함될 것이다. 

3.1. ‘-느니’류 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지니고 있는 

비교 구문으로서의 의미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느니’라는 같은 형식

을 지니고 있는 어미들로부터 기원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느니’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어미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느니’의 형식을 지

니는 이들 어미들을 “‘-느니’류 어미”라고 지칭하겠다. 

  

(1) ㄱ. 타향에서 고생하느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느니1)

ㄴ.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시끄럽다. (-느니2, 니8, -으니2)

ㄷ. 여기엔 큰 못이 있었느니. (-느니3, 니9, -으니3)

ㄹ. 자네를 믿나니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나니)

ㅁ. 오늘은 취하는 것을 허락하노니 마음껏 마시고 즐기라. (-노니3)

ㅂ. 그저 느느니 말솜씨로군. (-느니4, 《고려대》)

(1)은 《표준》에 실린 ‘-느니’류 어미들의 예이다. (1ㄱ)이 본고에서 다루는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이다. (1ㄴ)은 두 개 이상의 내포문을 나열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1ㄹ)~(1ㅁ)은 원인이나 어떤 사실을 전제할 때에 쓰이는 예스러운 말투

로 묶인다. (1ㅂ)은 ‘-는 것이라곤 모두’(《고려대》)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제3장에서도 보듯 적어도 20세기에는 그 존재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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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에서의 ‘-느니’류 어미 역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1)에서 제시한 오늘날의 ‘-느니’류 어미들이 ‘-

니’의 형식으로 거의 그대로 출현하나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느-’

가 결합하지 못하는 연결어미 ‘-(으)니’에 ‘-느-’가 결합할 수 있었다. 또한 ‘-는+

이’ 의존명사 구성에서 의존명사 ‘이’가 사람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아 보다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들을 분류하면 종결어미로부터 연결어미화된 것, 연결

어미 ‘-(으)니’, ‘-는+이’ 의존명사 구성이 문법화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1. 종결어미 

현대 한국어에서 종결어미에서 ‘니’ 형식을 지닌 어미는 평서형에 쓰이는 ‘-느니’

와 의문형에 쓰이는 ‘-니’가 있다. 형태상으로 의문형 ‘-니’에는 선어말 어미 ‘-느

-’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13) 본고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관련된 것으

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한편 평서형 종결어미 ‘-느니’에서는 ‘-느-’가 오늘날에도 자

유롭게 결합하고 있다. 

종결어미 ‘-느니’는 “-느니 … -느니 하다”와 같이 상위문의 포괄동사로 내포되

는 내포문 구성으로도 나타난다.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의 최초 출현 시점을 찾기

는 어렵다. 종결어미 ‘-느니’가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언제

든지 내포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중세 한국어 단계에서도 이미 나타났

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로 고착된 것으로 보아 빈번하게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선어말 어미 ‘-오-’가 기능을 잃고 소멸한 이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2) ㄱ. 법률을 공부느니 외국말을 알어야 쓰겟느니 야 <매일신문460>

13) 기원적인 논의에서는 ‘-느-’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다. 이현희(1982: 93-94)에

서는 의문형 ‘-니’가 ‘느니>늬>니’와 같이 ‘-느-’가 탈락하지 않은 상태로 ‘니’와 융합했기 때

문에 오늘날에 매개모음이 결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1 -

ㄴ. 파리를 잡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것보다는 모든 병균을 뎐파하는 하

수도를 정리하야 물길을 민활케 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부 텽모 당 국

자는 말하더라. <동아일보1921.6.16.>

(2ㄱ, ㄴ)은 각각 19세기, 20세기에 나열의 ‘-(으)니’가 나타나는 예이다. 

(3) 동맹파업을 한다느니 태업을 한다느니 하야 작업상 분요를 이르키는 까닭에

요 <동아일보1921.10.21.>

‘-다 하-’와 결합한 ‘-다느니’의 형식으로도 나타난다는 점 역시 내포문 종결어

미 ‘-느니’만의 특징이다. 

3.1.2. 연결어미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으)니’는 동사에 후행하는 경우에도 ‘-느-’와 결합하지 

않는 데에 비해 중세 한국어에서 ‘-(으)니’는 ‘--’와 자유롭게 결합하였다. (35)

는 ‘--’가 결합한 ‘-니’의 형식을 지닌 어미 가운데 연결어미 ‘-(으)니’로 해

석할 수 있는 예이다. 

(4) ㄱ. 民瘼 모시면 하히 리시니 이 들 닛디 마쇼셔(民瘼苟不

識, 天心便棄絶, 此意願毋忘。) <龍飛御天歌116>

ㄴ. 大德하 사미 다 모다 잇니 오쇼셔 <釋譜詳節6:29b>

오늘날의 ‘-나니, 노니’는 ‘--’와 ‘-(으)니’가 결합한 채로 문법화되어 굳어진 

어미라고 볼 수 있다. ‘-나니, 노니’의 고착화된 의미 양상도 이들 어미가 문법화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5)　 ㄱ.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대를 기다리나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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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 <월간조선158>

ㄴ.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큰 바다에 들어 하나가 되나니,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 없느니라!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

ㄷ.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자제(父老子第)와 공

사천민(公私賤民)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시라. <우리교육 중등용 

94/9>

연결어미 ‘-(으)니’에는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할 수 있었다. 전병용

(1989:384)은 선어말 어미 ‘-오-’가 주로 종결어미에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하는 점이 연결어미 ‘-(으)니’의 특이한 점이라

고 하였다. 

앞선 문단에서 형식과 의미 양상을 통해 ‘-나니, 노니’가 ‘--+-(으)니’임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노니’는 ‘-나니’와 의미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

고 ‘-나니’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보이므로, ‘-노니’는 ‘--+-오-+-(으)니’로 

분석할 수 있다. 

(6) 《표준》‘-노니3’의 예문 

오늘은 취하는 것을 허락하노니 마음껏 마시고 즐기라. 

(5)의 예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 때의 ‘-오-’는 관형사절에서 나타나는 대상 

활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노니’에서도 주어는 주로 1인

칭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이 때의 ‘-오-’는 의도법 선어말 어미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3.1.3. 의존명사 구성

‘-ㄴ 이’ 의존명사 구성도 중세 한국어에서 ‘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종결어미 

‘-(으)니’, 연결어미 ‘-(으)니’에 비하면 의존명사 구성은 중세 한국어 단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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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 편이다. 의존명사 구성에서 ‘-ㄴ’은 ‘-ㄹ’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

므로 ‘-리’도 상정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단계에서는 ‘이’가 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등장 빈도 역시 현대 한국어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어미 ‘-느니’ 중 기원적으로 의존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 ㄱ.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뿐이다.

ㄴ. 느느니 말솜씨뿐이로다. 

(김양진 2009: 82)

(7) 문외예 바잔일며 흘니느니 눈믈일다 <念佛普勸文41b>

(6ㄴ)의 문장은 ‘느는 것은 말솜씨뿐이로다’와 같이 ‘-는 것은’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부류의 ‘-느니’는 (7)의 예와 같이 18세기의 예가 드물게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의존명사 구성에서도 ‘-오-’가 통합된다. 연결어미에서는 종

결어미적인 특성으로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하는 것과 달리 의존명사 

구성에서는 대상 활용의 ‘-오-’가 통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느니’류 어미에서

는 이렇듯 연결어미일 때와 의존명사 구성일 때 ‘-오-’라는 동일한 표면형을 지니

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소가 통합하여 형식상으로 동일해지기에 이를 의미상으로 구

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의존명사 구성의 ‘-는 이’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의존명사 

‘이’를 표기상으로 반영하게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는 이’로 분철하게 되었다. 그

러한 과정에서 실제로는 의존명사 구성이 아닌 것이 분철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기

존에 의존명사 구성이었으나 그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고 연철로 표기되는 등 표기

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4. 비교의 연결어미



- 24 -

앞선 절에서 ‘-느니’류 어미의 등장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느니’류 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의존명사 구성 모두 중세 한국어 단계에서 활발하게 등장하였

다. 그런 반면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중세 한국어에서 등장했으리라고 단언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8) 겨지비 보고 어버게 請호  겨집 외노니 히 뎌 고마 외 아 지 라 

리 열히로 마디 아니터니(婦人見之，請於父母曰：'與為人妻，甯為夫子

妾者，數十而未止也) <法華經諺解2:28>

비교의 의미를 지니는 ‘-느니’ 가운데 제일 이르게 나타나는 것은 위의 15세기의 

예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소급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느니’가 결합한 용언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의 예는 거의 유일례에 가깝다는 면에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9) 도적의게 더러이고 사니 하리 죽으리라 고 짓기 그치디 아니대 

<五倫烈65b>

(8)의 예를 지나 18세기에 이르면 (9)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느

니’류 어미를 모두 통틀어 조사한 가운데 유일하게 출현한 예로 앞서 든 15세기의 

예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19세기 시기에 ‘-느니’류 어미의 수효가 3,365개 가량으

로 막대하지만 대부분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에 속하며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는 찾기 어렵다. 

(10) ㄱ. 그곳에 가 그 눈치 그 구박을 밧느니 차라리 예셔 죽으나 사나 견 

볼가 <松籟琴>

ㄴ. 그 두 놈에게 잡히느니 그놈들을 우리가 쥭여 업자 

<雙玉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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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10)는 각각 1908년, 1911년에 발간된 신소설이다. 앞서 연결어미 ‘-(으)니’에 20

세기에까지 ‘-노니’와 같은 ‘-오-’ 결합형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는 ‘-오-’가 결합한 흔적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11) ㄱ.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팔병신이 되는 것이 조타! <동아일보

1934.12.6.>

ㄴ. 너두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고생을 하느니 집에 와서 잇게 된 것

이 되려 잘됏다 <동아일보1938.05.19>

(3)은 1921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되는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예이다. 

이제 현대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겠다. 검색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느니’의 검색 

결과가 온전히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1935년 자료에서 ‘-느니’의 검색 

결과는 ‘하느니’보다 더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13건, 50건으로 ‘하느니’가 

더 많이 검색된다. ‘-느니’를 검색하였을 때 ‘-느니’가 포함된 것이 모두 표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는’, ‘-는데’ 등과 같이 불완전한 어절을 지닌 검색어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동사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주 쓰

이는 ‘하다’와 결합한 “하느니”를 검색어로 입력하였다. (3)은 “하느니”가 

1921~1940년도에 등장하는 예를 모두 모은 것으로, 오직 2개만이 검색된다.  

1945~1980년대 시기에서 ‘하느니’의 검색 결과는 대략 20~40건 가량 등장하는

데, 이 가운데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0~1건 가량이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

니’가 결합한 “하느니”가 두 건 이상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이며, 1980년대

에도 한 두 건 등장하여 등장 빈도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에 이르

러서야 1990년도의 “하느니” 검색 결과 22건에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5건 

등장하는 등 빈도상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난다. 

uniconc 데이터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에서 비교의 연결어미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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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20세기 초에야 등장한다. 그러나 uniconc 데이터는 19세기 말 문헌이 다소 부

족하며1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1921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헌

의 한계가 있기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20세기 초에 등장한다고 단언하는 것

은 어려울 것이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20세기 초 

이후로도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다지 자주 사용된 형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3.2. ‘-느니’ 조사 결합 구성

3.2.1. ‘-느니보다’

(12) 오히려 嫦娥ᅵ사의게 嫁치 아니여 夜夜에 廣寒殿에 외로이 조오니두곤

나으리로다 <詳說古文眞寶諺解>

‘보다’가 등장하기 이전에15) 쓰였던 비교 조사 ‘두곤’, ‘이라와’, ‘에셔’의 경우 ‘-

느니’와 결합한 예를 찾기 어려웠다. ‘-느니두곤’에 대해서는 (2ㅁ)와 같은 예가 드

물게 등장할 뿐이다. 

(13) ㄱ. 홀아비로 늙어죽을지라도 그런 년 장가 들어가지고 비명횡 니보

다 나흘 터이니 결단코 그리 못다 <金剛門>

ㄴ. 吾人은 政䇿實權者에 對하야 糾彈코저 하느니보다도 도리혀 우리들이 

無能하고 自弱한 것을 嘆하는 바이니 <동아일보1925.09.29>

ㄷ. 一般은 山本 個人을 信用하느니보담 大倉이란 會社를 信用한 것이 아

14) 특히 uniconc 데이터에서 19세기 자료는 성경 문헌이나 사전류가 대부분으로 문어적인 성격이 

짙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양태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어 자료에서는 비교적 더 적게 출현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15) ‘보다’는 1757년 《御製戒酒綸音》의 “그 님금과 그 신해 서 더부러 술을 경계홈이 쇼민보다

가 비록 졀홈이 이시나(其君其臣之相與戒酒ㅣ 視小民애 雖有切焉이나)”를 시작으로 늦어도 19

세기에는 문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하게 용언으로부터 기원한 조사 ‘부터’와는 달리 

출현 양상이 비교적 갑작스럽기 때문에 한문 표현의 번역차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내용

은 박진호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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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동아일보1936.06.06>

ㄹ. 專任運轉하느니보담 좀더 圓滿하고 合議的이며 

<동아일보1936.05.29>

‘-느니보다’ 역시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고 있다. 예문 (13ㄱ, ㄴ)는 ‘-느니보다’, 

(13ㄷ, ㄹ)은 ‘-느니보담’의 예이다. 

‘-느니’를 다룬 4.1절에서 미리 다룬 바와 같이 ‘-느니보다’는 ‘하다’와 결합한 

‘하느니보다’만 세었을 때에도 1929~1940년의 기간 동안 7회씩 등장하는 잦은 출

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14) ㄱ. 허숑셰월을 난이보다 찰하리 디로 건너가 공부를 고 잇난 것이 

올켓다 <雨中行人>

ㄴ. 남편이나 몹시 만나셔 고이보담  호강이나 고 그럭져럭 

셰상  거시 쾌지 안이냐  <秋天明月>

(15) ㄱ다시 각즉 그밤에 아모도 안이 만나 소리업시 쥭으니보다 관졍에 셔 

억울 원졍을 일々이다 야 슌검의 말과 갓치 셜치니 시원이   편이 

도로혀 다가 야 <牡丹屛>

ㄴ. 어머님을 봉양 것이 오히려 나와  나아가니보다 나을 쥴로 아

이다 <琵琶聲>

ㄷ. 다른 열아달 두니보다 몃이 더 귀게 기르며 <金剛門>

(14ㄱ)은 1920년대의 예, 그밖에는 모두 1910년대의 예이다. (14)와 (15)는 각

각 “는+이”로 분철되어 나타나는 것, ‘-느-’가 통합하지 않고 ‘-니보다’로 나타나

는 예이다. 이 모두 ‘-느니’ 단독 구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14)과 같이 

분철되어 나타나는 예는 의존명사 구성으로 분석했다는 증거로도 보이나, 당대 표기

에서는 ‘-니라’와 같이 근대 한국어 시점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형식도 ‘-이라’

로 분철한 예가 있기에 실제로 분석되는 형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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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느니만’ 

(16) ㄱ. 비록 七寶 布施욘 功이나 四句受持호미 더으니만 디 몯니라 

<金 剛經三家解序二4a>

ㄴ. 男을 나흐미 女 나흐니만 디 못며 <女四書諺解4:18b>

김양진(2009: 9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느니만 못하다’는 ‘-(으)니만 디 몯

다’의 구문으로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며, 劉榮榮(2016)에 의하면 15세기에 이미 

‘-(으)니만 몯다’의 구문으로 출현하였다. (16ㄱ)은 15세기, (16ㄴ)은 18세기의 

예이다. (16)의 예에서 ‘-느니만’이 아닌 ‘-(으)니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유념해 

둘 만하다. 15~16세기 예문에서의 ‘-니만 몯-’ 구문은 8개 예문이 모두 ‘-(으)

니만’으로 나타나며 ‘--’가 게재된 ‘-니만’의 형식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 

구문에서 ‘-니만’의 출현은 17세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17) ㄱ. 내 탕약을 머기니만 지 못니라(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痘

瘡經驗方16a>

ㄴ. 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와 약을 잘니만 못고16) <痘瘡經驗

方10b> 

ㄷ. 의 어그릇고 사 거 의 딕희여 죽니만 못다 고(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五倫行實圖烈02a>

(17ㄱ, ㄴ)은 17세기, (17ㄷ)은 18세기의 예이다. ‘-느니’가 아닌 ‘-(으)니’로 나타

나는 예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나타난다.

(18) 차라리 죽으니만 못하다 하는 생각으로 나의 최후의 서신으로써 당신에게 

16) “무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와 약을 잘니만 못고(又有甚焉者皆聽巫設)”에 선행하는 

문장으로 한문 원문이 없이 언해 과정에 삽입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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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노니 당신은 능히 이 회답을 부처주시겟소 <동아일보1936.1.28.>

(18) ㄱ. 쇽졀업시 죽노니 北녀로 가아 富貴니만 몯니라(與其待死不若北

去取富貴) <三綱行實圖忠:19>

ㄴ. 무릅흘 굽히고 사니 바 거 직희고 죽니만 디 못니 <산셩

일긔94>

(18)의 ‘-느니’는 결합해 있는 ‘-오-’가 대상 활용에 가깝다는 면에서 볼 때 의존

명사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격조사 ‘이’는 표기에 드

러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행절의 ‘-(으)니만’에서 나타는 ‘-(으)니

만’의 경우 ‘-느-’(<--)의 기능이 더욱 명확하던 중세 한국어의 시기에도 동사

에 후행하여 ‘-느-’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행하는 ‘-니’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느-’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시상의 차이로 추측되나 

“-느니 … 느니만 못하다”와 같은 구성에서 전자의 ‘-느니’와 후자의 ‘-느니’ 사이

에 시상의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단지 이 시

기에 ‘-(으)니만’의 형식으로 굳어져 나타나고 있음을 현상으로서 제시하는 것에 그

치겠다.  

(19) ㄱ.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데 그 약 때문에 더 큰 병이 생긴다면 

차라리 약을 먹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 하늘 이 바람 이 땅>

ㄴ. 그러나 그들은 흔히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 것도 없는 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보거나 안 보느니만 못한 질 나쁜 잡지 따위를 읽는 데 대부분 의 

여가 시간을 보낸다. <결혼과 성>

그러나 세종 말뭉치에서 이 구문은 아주 드물게 ‘-(으)니’로만 나타나며 대부분 

(19)의 예에서처럼 ‘-느니’로만 나타는 것으로 보아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관점에

서는 ‘-느니’, ‘-느니보다’와 동일한 ‘-느니’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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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느니만큼’ 

본고에서 다루는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에 ‘-느니만큼’을 포함해야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

느니만큼’은 직접적인 의미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

이다. 본 항에서는 ‘-느니만큼’의 ‘-느니’가 본고의 다른 ‘-느니’와는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다. 

‘-느니만큼’은 ‘-느니’와 ‘만큼’ 모두 형식·품사 면에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포함된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느니만큼’에서 ‘-느니’는 “는”으로

도 나타나 ‘-는만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본고에서 다룬 다른 ‘-느니’류 어

미와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는만큼’의 형식일 때 ‘-느니만큼’은 ‘만큼’이 의존명사

로서 관형사절 어미 ‘-는’과 결합한 ‘-는 만큼’과 형식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느니만큼’은 [이유/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는 만큼’은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20) ㄱ. 네가 좋아하는 만큼 먹어라. [정도]

ㄴ. 네가 좋아하(느)니만큼/좋아하는만큼 그 정도는 해야지. [원인/이유] 

(김양진 2009: 100)

김양진(2009: 100)에서는 후자의 정도 비교를 나타나는 ‘-는 만큼’은 의존명사 구

성으로 ‘-느니만큼’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는만큼’만이 

‘-느니만큼’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1) ㄱ. 내수용으로 개발하느니만큼/개발하는만큼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ㄴ. 외교란 본래 양국의 필요에서 출발하느니만큼/출발하는만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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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2009: 100)

그러나 [이유/원인]의 ‘-는만큼’과 비교의 ‘-는 만큼’이 형식적으로 면밀한 차이

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김양진(2009)에서도 아래의 (22)에서처럼 ‘-던만큼’에 대해

서는 [이유/원인]의 의미로 나타나더라도 ‘-더니만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

다. 

(22) ㄱ. 그 날 신입생 환영회가 즐거웠었던만큼, 신입생들의 우리 학과에 대한 

처음 이미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유/원인]

ㄴ. 네가 먹었던 만큼만 다시 채워놓아라. [정도] 

(김양진 2009: 101)

한편 반대로 20세기 초의 예에서는 ‘-느니만큼’으로 나타나면서도 정도 비교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1910년대 초 문헌인 (23ㄱ)의 예는 ‘“피를 빨리기 때문에” 피

폐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피를 빨리는 것처럼” 피폐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욱 자연스럽다. 이는 ‘-느니만큼’으로 나타나면서도 ‘-는 만큼’에 더 가깝게 나타나

는 예로 볼 수 있다. 

(23) ㄱ. 가련 형편을 당 후로 미는 것도 피를 니느니콤 곤난고 

피페 살님인데 <죽서루>

ㄴ. 그는 지나치리만큼 야무져서 빈틈이 없다. (김양진 2009: 99)

‘-리만큼’, ‘-ㄹ만큼’과 같이 ‘ㄴ/ㄹ’ 대립이 나타난다는 것도 ‘-느니만큼’의 ‘-느

니’가 과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느니’와 동일한 기원의 ‘-느니’일지 의심

스러운 점이다. 또한 ‘-리만큼’에서는 (23ㄴ)에서도 보듯 [원인/이유]의 의미가 나

타나는 예가 드물어 ‘-느니만큼’과는 의미의 양상 역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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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느니’와 ‘-느니보다’의 차이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느니’와 ‘-느니보다’는 문장 구조상으로 큰 차

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준》에서도 이에 따라 ‘-느니보다’는 ‘-느니’에 ‘보다’

가 결합할 수 있다고 기술하여 ‘-느니’가 포함된 문장에는 ‘보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도 ‘-느니’와 ‘-느니보다’가 통사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이 존재하며, 이 차이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났

음을 본 절에서 다룬다. 

3.3.1. 어휘·통사적 제약

1) 짧은 문장 구성

아래와 같이 문장의 길이가 극도로 짧은 경우에는 ‘-느니보다’로 대체하기 어렵

다. 

(24) ㄱ. ?앓느니보다 죽겠다. 

ㄴ. 앓느니 죽겠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느니 -겠-’과 같은 구성이 더 일찍이 등장하여 굳어진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느니’는 오래 전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비교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느니보다’에서의 ‘보다’는 이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 된다. 두 번

째로는 ‘-느니보다’가 먼저 나타난 상태에서 ‘보다’가 탈락함에 따라 전형적인 비교 

구문이 갖추어야 할 제약이 한결 약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

에서 (17ㄱ)의 문장이 통사적인 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등장 빈도가 

낮은 것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짧은 문장에서는 보다 더 간략한 표현이 선호되

므로, ‘-느니보다’와 ‘-느니’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면 ‘-느니’가 선택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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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5) 노느니 뭐해? 

(25)의 예는 ‘-느니’ 비교 구문 가운데 문장 구성이 다소 특이한 예이다. 이 문

장은 역사적인 문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으며 지극히 최근에야 등장한 것으로 보

인다. 일반적으로 ‘-느니’에는 ‘-느니’에 결합한 동사 이외의 다른 행위 동사가 잇

따르는데 (25)에서는 의문문이 온다는 점이 이질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노느니 [또

다른 행위]’와 ‘놀아서 뭐해?’[=또다른 행위를 요구함]이라는 두 문장이 혼합된 것

으로 추측되나 아직 일반적인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비록 전형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특수한 문장이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두 

문장의 혼합이라는 면에서는 본고에서 생각하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발달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2) 어휘·통사적 제약 

(26) 오히려 嫦娥ᅵ사의게 嫁치 아니여 夜夜에 廣寒殿에 외로이 조오니두곤

나으리로다 <古文眞寶/諺解>

(27) 홀아비로 늙어죽을지라도 그런 년 장가 들어가지고 비명횡 니보

다 나흘 터이니 결단코 그리 못다 <金剛門>

(28) ㄱ. 허숑셰월을 난이보다 찰하리 디로 건너가 공부를 고 잇난 것이 

올켓다 <雨中行人>

ㄴ. 남편이나 몹시 만나셔 고이보담  호강이나 고 그럭져럭 

셰상  거시 쾌지 안이냐  <秋天明月>

(26), (27)과 같이 19세기 및 20세기 초 문헌에서는 ‘-느니보다 낫다’와 같이 나

타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통사적 제약을 따르고 있지 않은 예가 간혹 나타난

다. (28)은 (26), (27)과 달리 오늘날의 ‘-느니’ 비교 구문에서의 제약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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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유사한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예이다. 

(29) 그녀에게도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고려대학

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더 나아가 (29)에서처럼 현대 한국어의 예에서도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는 예

가 등장한다. 

3.3.2. 선어말 어미 결합

1) ‘-었-’ 결합

‘-느니보다’와 ‘-느니’는 선어말 어미 ‘-었-’ 결합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드러낸

다. ‘-느니’에는 ‘-었-’이 결합하는 문장이 지극히 드물거나 없지만 ‘-느니보다’에

서는 ‘-었-’이 결합하는 문장이 이따금 나타난다. 세종말뭉치 121개 검색 결과 중 

1개만이 등장하여 드문 예로 볼 수 있다. 

(30) 민수는 방안에 앉았느니보다 차라리 밖에 어떤 토굴 같은 곳이 있으면 그리

로 나가서 이 밤을 지내고 싶은 맘이 부쩍 들었다. <인간문제>

  2) ‘-다 하-’ 융합 구성 

(31) ㄱ. 所謂 小作人의 生存權確認이라는 것도 經濟的 同情으로 出하엿다 하느

니보다도 無愛 形式的 宣言에 不過하야 <동아일보1923.9.25.>

ㄴ. 所謂 新式 文明의 攻擊을 受하야 日로 衰退되여가고 時로 破壞되여가

는 것을 吾人은 哀惜하다 하느니보다도 大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23.8.26.>

(32) ㄱ. 아마 글 재조는 업는 모양이데 글 재조가 업다느니보다 사랑이 熱烈하

지 못한 것인가 봐 <동아일보192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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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가 먹고 싶어 그런 일을 한다느니보다 사서 동무 나누어 주는 것이 

재미잇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동아일보1939.5.23.>

‘-느니보다’에서는 간혹 ‘-다 하느니보다’, ‘-다느니보다’가 나타나지만 ‘-느니’

에서는 ‘-다 하느니’, ‘-다느니’로 비교 의미를 지니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느

니보다’에서 ‘-다 하-’가 결합하는 것은 ‘-느니만큼’, ‘-느니만’에서도 나타나지 않

는 ‘-느니보다’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은 1930년대에 24건 등장한다. 

3) 보조사 결합

(33) ㄱ. 所謂 小作人의 生存權確認이라는 것도 經濟的 同情으로 出하엿다 하느

니보다도 無愛 形式的 宣言에 不過하야 <동아일보1923.9.25.>

ㄴ. 所謂 新式 文明의 攻擊을 受하야 日로 衰退되여가고 時로 破壞되여가

는 것을 吾人은 哀惜하다 하느니보다도 大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23.8.26.>

(34) ㄱ. 그래도 속이느니보다는 바로 말을 해야지. <인간문제>

ㄴ. 보는 것 다르고, 웃는 것이 다르오니 나는 이렇게 대답하느니보다는 차

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할지언정 깊은 것을 묻는 자가 조롱을 당하

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자가 칭송을 받는 그런 짓은 아니하오리다. 

<왜 사냐고 물으면>

‘-느니보다’에서는 ‘-느니’와는 달리 보조사 ‘는’, ‘도’가 결합할 수 있다는 데에서

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3. 양태성 

제2장에서 ‘-느니’ 비교 구문의 의미상의 특징으로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양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선행절에서의 양태적 의미는 오로지 ‘-느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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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구성에서만 등장하며, ‘-다느니보다’, ‘-었느니보다’, ‘-느니보다’에서는 양태적 

의미가 등장하지 않는 중립적인 비교가 등장한다. 

(35) ㄱ. 아마 글 재조는 업는 모양이데 글 재조가 업다느니보다 사랑이 熱烈하

지 못한 것인가 봐 <동아일보1929.11.02.>

ㄴ. 제가 먹고 싶어 그런 일을 한다느니보다 사서 동무 나누어 주는 것이 

재미잇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동아일보1939.5.23.>

ㄷ. 잘그렷다느니보다 웃지 안코는 견딜 수가없는 것입니다.<동아일보

1935.09.24.>

ㄹ. 몰랏다느니보다 봄을 질기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엇다.<동아일보

1935.02.04.>

ㅁ.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심미적 이성의 

탐구>

(35ㄱ, ㄴ)의 예는 오늘날의 불만족의 양태를 지니고 있는 ‘-느니’라기보다는 오

히려 ‘한다기보다’와 같은 중립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5ㄷ)은 ‘-

다느니보다’가 아닌 ‘-느니보다’에서도 중립적인 비교 의미가 나타나는 예가 존재한

다. 이러한 예는 20세기 초반 문헌에서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나 20세기 후반에

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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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기원

4.1. 15세기 비교의 의미 ‘-느니’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느니’류 어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허웅(1975: 611)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15세기의 예문이다. 

(1) 겨지비 보고 어버게 請호  겨집 외노니 히 뎌 고마 외 아 지 라 

리 열히로 마디 아니터니(婦人見之，請於父母曰：'與為人妻，甯為夫子

妾者，數十而未止也) <法華經諺解2:28>

허웅(1975: 611)에서는 (1)에서 등장하는 ‘-노니’의 기원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때의 ‘-노니’를 ‘-는+이’ 의존명사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선 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에 의존명사가 결합한 구성, 더 나아가 주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만으로는 비교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낫다’와 같은 평가 형용

사가 공기된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의미 전염의 과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10)의 예는 15세기라는 지극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만일 평가 

형용사가 공기된 문장으로부터 의미가 전염되어 “-느니 … {-겠-/-자/-지/…}”와 

같은 문장이 나중에 발생했다면 평가 형용사가 공기된 문장은 15세기보다도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나 한글 이전 시기에

서 문헌의 수가 적은 특성상 검증하기 어렵다. 

허웅(1975: 6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형용사의 공기 없이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노니’는 무척 적으며 허웅(1975)에서도 (1)의 단 하나의 예만을 싣고 

있을 따름이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1)의 예도 전형적인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1)의 예를 

“남의 부인이 되는데, 차라리 그의 첩이 되고 싶다.”와 같이 선행절의 사태가 곧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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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후행절에서 화자의 소망을 발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 예로 드는 ‘-느니 … -겠-’ 

식의 [의도] 표현과는 달리 ‘-어지라’와 같은 [소망] 표현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

건이 상호 배제적일 필요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의도] 표현이 후행하는 경우 화자

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선행절의 사태로부터 후행절의 사태로의 [의도]를 표현하

려면 선행절의 사태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한편 [소망] 표현은 후행절의 사태를 소

망하더라도 선행절의 사태가 부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때의 ‘-노니’ 문

장이 현재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와 같이 선행절의 사태의 행동을 화자가 

포기하는 의미 양상이 나타나려면 [의도] 표현이 후행하는 예를 찾아야만 한다. 

(1)과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의 사태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면 단순한 계기적 연결

어미로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평가 형용사가 공기된 문장으로서의 의미 

전염 현상을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 

(1)의 예에서 후행하는 문장이 ‘-어지라’와 같이 주어의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

이기 때문에 ‘-노니’의 형식으로 결합해있는 선어말 어미 ‘-오-’가 의도법 선어말 

어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연결어미 ‘-(으)니’일 가능성의 한 증거가 

된다. 

허웅(1975)에서 ‘-노니’를 ‘-곤’과 함께 ‘비교법(견줌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도 염두에 둘 부분이다. ‘-곤’은 비록 비교법으로서 허웅(1975)에서 같이 제시되기

는 했으나 이 ‘-곤’은 오늘날 ‘하물며’로 이어지는 형식과 공기되는 어미이다. 

(2) ㄱ.  供養 譏弄야 허러도 오히려 이 報 얻곤 며 各別히 모

딘 보 내야 허루미녀 <月印釋譜21: 90>

ㄴ.  사람 勸야 가 法 듣게 혼 功德도 이러곤 며 (…) 말다 修

行호미녀 <月印釋譜17: 53-4>

(허웅 1976: 609)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하물며’는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화자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교의 범주에 



- 39 -

들어갈 수 있다. 선행절이 긍정할 만한 일이고 후행절이 그것보다 더욱 긍정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하물며’의 역할이다. ‘차라리’가 쓰인 (1)은 ‘하물며’가 쓰인 문장과 

비교했을 때 선행절이 부정적이라는 것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선행

절이 부정된다는 것 역시 현대 한국어의 ‘-느니’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러한 것일 뿐 

맥락상으로서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허웅(1975:　 609)에서는 ‘하물며’와 공기되는 ‘-곤’이 15세기 중세 한국어에서 

‘-(으)니’와 서로 대응되어 쓰임을 언급하였다. 황선엽(1995: 60)에서도 “향가에서

는 15세기라면 [발견]의 ‘-(으)니’가 쓰여야 할 자리에 ‘-곤’이 쓰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15세기의 ‘-(으)니’는 종결성이 강하여 선행절과 후

행절의 의미상의 결합이 미약하다. 이러한 조건은 후행하는 부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동일한 ‘-(으)니’에 대하여 

‘하물며’가 쓰이면 긍정적인 문장에 더욱 긍정적인 문장이 후행하며, ‘차라리’가 쓰이

면 다소 부정적인 문장에 보다 긍정적인 문장이 후행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일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노니’의 비교로서의 의미는 ‘-노니’보다는 ‘차라리’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없이 쓰이는 ‘-노니’가 출현하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15세기에 비교 의미를 지닌다고 제시된 ‘-노니’는 이후에 등장하는 비

교의 연결어미 ‘-느니’와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출현 예가 지극히 부

족하여 완전히 확언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1)에서 든 것과 같은 ‘-노니’가 무

척 드물게 나타나며 이후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빈도

의 양상은 이후에 등장하는 ‘-느니’와 (1)의 ‘-느니’가 다른 기원일 가능성에 더 힘

을 실어준다고 할 수 있다. 

4.2. ‘[NP1]이 [NP2]이 낫다’ 구문

김양진(2009: 90)에서는 ‘보다’와 같은 비교 조사 없이 ‘-느니’가 비교 의미가 나

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NP1]이 [NP2]이 낫다’와 같은 구성의 문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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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형성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대 한국어

에서 나타나는 ‘-느니보다’는 이 방식으로 형성된 ‘-느니’에 강조 용법으로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양진(2009: 93)에서는 보조사는 축약되기는 하지만 

생략되거나 탈락되지는 않기에 ‘-느니’의 형성이 ‘-느니보다’보다 더 이르다고 보았

다. 

김양진(2009)의 논의에서는 ‘[NP1]이 [NP2]이 낫다’ 구성에서 ‘NP2’의 위치에 

[VP]NP가 입력된 상태로 도치가 일어나 ‘[VP]NP이 [NP1]이 낫다’와 같은 분열문 

구조가 산출된다고 하였다. 

(3) ?*[죽는 것]NP1이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NP2이 낫다

→ [바보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NP1이 낫다 (도치)

(김양진 2009: 91)17)

중세 한국어 시기에 ‘낫다’의 일반적인 통사 구문은 ‘NP1이 NP2의셔/에셔 낫-’과 

같이 더 ‘나은’ 대상, 즉 비교 주체인 NP1이 비교 기준 NP2에 선행해서 나타나기

에, ‘[VP1]NP1느니 [VP2]VP2이 낫다’와 같이 비교 주체가 후행하는 문장에서 나타나

기 위해서는 도치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NP1이 NP2의셔/에셔 낫다’가 ‘NP1

이 NP2이 낫-’와 같이 ‘NP1’과 ‘NP2’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이’를 사용하여도 비

교 주체는 ‘NP1이 NP2의셔/에셔 낫다’와 마찬가지로 비교 기준에 선행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치되어 분열문을 형성했다는 견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낫

다’와 같은 차등 비교 구문에서 ‘NP1이 NP2이 낫다’와 같이 동일한 조사를 쓰는 것

은 상당히 이질적이며, 중세 한국어 시기에서도 ‘NP1이 NP2의셔/에셔 낫다’와 같이 

서로 다른 조사를 사용한 문장이 더 일반적이다. 설령 이와 같이 동일한 조사를 쓰

는 구문이 나타난다면 의미 해석에 있어 필연적으로 어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문장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도치 

17) 김양진(2009: 91)에서는 (3)과 같은 예가 없고 본문에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8)은 그 과정

을 본고에서 간략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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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김양진(2009)에서 언급하듯 ‘NP1이 NP2

이 낫다’와 함께 ‘NP1이 NP2에셔 낫다’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NP1이 

NP2이 낫다’보다 도리어 ‘NP1이 NP2에셔 낫다’가 더욱 도치가 잘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P++이+에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4) ㄱ. 앓느니 죽는 게 낫다. 

ㄴ. *죽는 게 앓느니 낫다.

이 관점에서는 ‘-느니’ 비교 구문에서 어순이 고정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NP1이 NP2이 낫다’에서 ‘NP2’에 ‘VP++이’가 입력되어 ‘NP1이 VP++이 낫

다’가 되었다면 ‘VP++이’가 ‘NP1’에 입력되어 ‘VP++이 NP2이 낫다’를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3. 비교 조사 결합 구문

본 절에서는 ‘-느니’ 단독 구성에서의 통사적 제약을 통하여 ‘-느니보다’와 ‘-느

니만’ 중 더욱 관련성이 깊은 형식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4.3.1. ‘-느니보다’

‘-느니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원

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견해가 많았다. 《표준》에서도 ‘-느니보다’는 별개의 어미로 

구별하지 않고 ‘-느니’에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양진(2009: 

94)에서도 기존에 형성된 ‘-느니’에 잉여적으로 강조를 위해 ‘보다’가 결합되었다고 

보고 있다. 혹여는 반대로 ‘-느니보다’에서 ‘보다’와의 결합성이 약화되어 ‘-느니’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러한 가설을 따르는 경우 의미의 핵심적인 기

능을 하는 비교 조사가 생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 조사로



- 42 -

부터 ‘-느니’로까지 의미가 확산되었다는 가정을 해야만 한다. ‘-느니’와 ‘-느니보

다’의 공통 기원을 설명하려는 경우 ‘-느니’로부터 ‘-느니보다’가 기원했다고 설명

하는 것이 부차적인 의미론적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보다 더 용이한 면이 있다. 

그런데 4.2에서 다룬 바와 같이 ‘-느니보다’는 ‘-느니’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20세기 초에 더 크게 나타난다. 4.2.3에서 다룬 초기 예에

서 양태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서론에서 말한 바

와 같이 ‘-느니’와 같이 보조사도 없이 종결어미 혹은 의존명사 구성으로만 이루어

진 형식이 양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양태적 의미가 

어떠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중도에 생겨난 것이라면, 양태적 의미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4.2.1에서 나타나는 어휘·통사적 제약의 차이는 양태성의 문제처럼 무마하기 

어렵다. 이는 ‘-느니’ 비교 구문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본고는 ‘-느니’ 비교 구문에

서 이러한 특수한 의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느니’ 비교 구문만의 특수한 통사적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비교 구문이라면 사실상 ‘-ㄴ 것보다’와 같은 일반적인 비교 구문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느니보다’에는 ‘보다’가 결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 의미를 지니

는 것은 당연하다.  

4.2.1에서 든 구체적인 예를 관찰해보면 ‘-느니보다’의 20세기 초 예문은 ‘-느니’ 

비교 구문의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는 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5) 오히려 嫦娥ᅵ사의게 嫁치 아니여 夜夜에 廣寒殿에 외로이 조오니두곤

나으리로다 <古文眞寶/諺解>

(6) 홀아비로 늙어죽을지라도 그런 년 장가 들어가지고 비명횡 니보다

나흘 터이니 결단코 그리 못다 <金剛門>

(7) 그녀에게도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고려대학

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제4장의 예를 다시 가져왔다. 현대 한국어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라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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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행할 때 ‘것’와 같은 비교 중심 대상이 나타나야 한다. 특히 (5)는 ‘보다’ 이전

에 쓰이던 비교 조사 ‘두곤’이 통합한다는 점에서 ‘-느니’ 비교 조사 결합 구문 가

운데에는 상당히 이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곤’이 통합한 ‘-느니두

곤’의 경우 (5)이 유일례이며 ‘-느니두곤’이 “-느니두곤 -겠-”, “-느니두곤 … -

것이 낫다”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지할 만하다. (2)에서도 보듯 ‘-느

니보다’ 역시 바로 ‘낫다’가 후행하여 ‘-느니’ 비교 구문의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

는 예가 등장한다. 

(8) ㄱ. 그 두 놈에게 잡히느니 그놈들을 우리가 쥭여 업자 

<雙玉笛>

ㄴ. 그곳에 가 그 눈치 그 구박을 밧느니 차라리 예셔 죽으나 사나 견 

볼가 <松籟琴>

(9) ㄱ.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팔병신이 되는 것이 조타! <동아일보

1934.12.6.>

ㄴ. 너두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고생을 하느니 집에 와서 잇게 된 것

이 되려 잘됏다 <동아일보1938.05.19>

반면 ‘-느니’에서는 20세기 초에 이미 통사적 제약이 나타난다. ‘-느니’에 후행하

는 문장은 ‘-자’, ‘-가’와 같은 양태성 어미가 통합해 있거나 ‘것’과 같은 비교 중심 

대상이 평가 형용사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만일 ‘-느니’와 ‘-느니두곤’이 공통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

느니’의 특수한 통사적 제약은 분명 비교 의미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단순히 생각

했을 때 보다 오래된 형식이 더 문법화되어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일 통사적 제약이 생겨난 이후에 ‘-느니>-느니두곤’, ‘-느니두

곤>-느니’의 파생이 이루어졌다면 후속 형식은 당연히 통사적 제약을 유지하고 있

을 것이다. 통사적 제약이 생겨나기 이전에 파생이 이루어지고 신 형식만이 통사적 

제약을 지니게 되었을 가능성도 드물게 있다. 여하간 ‘-느니두곤’, ‘-느니보다’의 초

기 형식에서 제약이 나타나지 않고 ‘-느니’는 20세기 초부터 제약이 나타난다면 ‘-



- 44 -

느니두곤, -느니보다, -느니’가 공통 기원이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느니두곤’, -

느니보다‘가 역사적으로 더 앞서는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 과연 ‘-느니’가 통사적 제약을 지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6)의 예는 20세기 초의 예이므로, ‘-느니보다’가 통사적 제약을 

지니지 않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 시기에 점차 통사적 제약을 지니는 문장이 나와 

오늘날의 ‘-느니’의 구문으로 굳어졌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7)과 같

이 심지어 현대 한국어 시점에서까지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는 ‘-느니보다’가 나

온다는 것은 ‘-느니보다’가 통사적 제약을 지니도록 변화하는 굳어지는 과정이라는 

설명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7)과 같은 예가 ‘-느니보다’에서도 소수의 예일 수는 

있으나, ‘-느니’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는 예가 전혀 발견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느니’의 통사적 제약은 ‘-느니보다’에서

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오히려 이전까지 통사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느니보다’가 현대 한국어에 와서야 ‘-느니’와 다소 유사

한 구성으로도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3.2. ‘-느니만’ 

‘-느니보다’로 ‘-느니’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느니만’에서 ‘-느니’가 기원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느니만’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현대 한국어에 이르기

까지 특정한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왔던 형식이기에 의미 파생의 기반이 되

는 데에 유리한 점이 있다.  

‘-느니만’에서 ‘-느니’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보조사 탈락의 의미

론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느니만’에만 집중하는 경우 ‘-느니만’에 ‘만’이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니만’은 “-느니 … -느니만 못하다”의 구문으로 출

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니 … -느니만 못하다”의 구문에서 선행하는 ‘-느니’는 

비교 조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물론 중세 한국어 구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느니’는 ‘-는+이+이’로 분석되는 것으로 주격조사 ‘이’가 있으나 표기상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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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일 것이다. 

‘-느니만’이 포함된 “-느니 … -느니만 못하다” 구문은 ‘-느니’의 통사적 제약 

가운데 고정된 어순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점이 있다. 가령 ‘-느니’ 비교 구문의 기

저가 되는 문장을 “A보다 B가 낫다” 식의 “-느니보다 … -느니 낫다”로 보는 경우 

어째서 후행하는 ‘-느니’만이 ‘-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편 “-느니 … -느니만 못하다”를 기저 문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선행하는 ‘-느니’

든 후행하는 ‘-느니’든 모두 ‘-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선행하는 ‘-느니’가 ‘-

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 “… -는 것이 … -느니만 못하다”와 같은 ‘-느니만’ 구성

의 문장이 되며, 후행하는 ‘-느니’가 ‘-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 “-느니 … -는 

것만 못하다” 구성이 되어 ‘-느니’ 비교 구문의 일종이 된다. “-느니 … -는 것이 

낫다”라는 문장은 아마도 “-느니 … -는 것만 못하다”의 문장을 통해 ‘-느니’의 위

치가 고착화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느니’의 양태적인 의미 역시 ‘-느니만’ 구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2.2에서 

언급한 것처럼 “A보다 B가 낫다”는 ‘A’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자주 나타나기

는 하나, ‘낫다’라는 평가 형용사가 늘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가 

B만 못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B’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보통 수준이며 그

보다도 못한 ‘A’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양태가 섞이게 된다. ‘-느니’에서 

선행절은 항상 부정적이며 후행절도 대개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A가 B만 못하다”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느니 … -느니만 못하다”로부터의 설명이 언제나 매끄러운 것만은 아니

다. 가령 “-느니 … -느니만 못하다”에서 “-느니 … -는 것이 낫다”로 변화하는 경

우 비교 구문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변화하게 된다. “-느니 … -느니만 못하다”에서 

‘-느니’는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비교 중심 대상이었다. 그런데 “-느니 … -는 것

이 낫다”에서는 ‘-느니’가 오히려 ‘보다’와 결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느니’가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었다는 사실

이 인지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 

또한 ‘-느니’의 또 다른 문장 구성인 “-느니 … -겠-”18)으로의 변화는 “-느니 

… -느니만 못하다”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양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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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에서 “-느니 … -느니 낫다”로부터 “-느니 … -겠-”을 설명했던 것과 같이, 초

기에는 “-느니 … -느니만 못하다”, “-느니 … -는 것이 낫다”와 같은 구문으로 쓰

이다가 ‘-느니’에 비교의 의미가 전이되어 “-느니 … -겠-”과 같은 용법을 획득하

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4.1.3에서 “-느니 … -느니만 못하다”에서 전자의 ‘-느니’는 의존명사 구성 ‘-는

+이’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느니’가 

의존명사 구성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느

니’의 통사적 제약이나 양태성은 ‘-느니’가 의존명사 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

하기 어려우며, “-느니 … -느니만 못하다” 구문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4.4. ‘-느니보다’의 기원 

5.1에서는 ‘-느니’와 ‘-느니보다’의 통사적 제약이 크게 다르기에 기원이 동일하

다고 보기 어려움을 밝혔다. 통사적 제약 외에도 ‘-느니보다’는 ‘-느니’와 선어말 

어미 결합이나 어미 융합 등 결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느니’와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 절에서는 ‘-느니’와는 달리 ‘-느니보다’의 기원은 내포문 종결어미 ‘-

느니’일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4.4.1. 선어말 어미 결합 양상

(10) 민수는 방안에 앉았느니보다 차라리 밖에 어떤 토굴 같은 곳이 있으면 그리

로 나가서 이 밤을 지내고 싶은 맘이 부쩍 들었다. <인간문제>

‘-느니보다’는 ‘-었-’이 결합한 예가 소수 등장한다는 점에서 ‘-느니’와 차이를 

18) ‘-느니’ 구문에서 후행절에 통합될 수 있는 양태성 어미로는 ‘-겠-’ 이외에도 ‘-자’, ‘-걸’, 

‘-지’ 등 여럿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겠-’을 대표로 지칭하겠다. “앓느니 죽겠다” 류의 

문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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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느니’에는 결코 ‘-었-’이 결합하지 못하고 오로지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표준》에서의 기술처럼 ‘-느니보다’는 개별적인 

형식이 아니라 단지 ‘-느니’의 강조를 위하여 ‘-느니’에 보다가 결합한 것이라면, 

‘-느니’와 ‘-느니보다’의 선어말 어미 결합은 완전히 동일해야만 한다. ‘-느니’와 

‘-느니보다’의 다른 기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는 이와 같은 ‘-었-’ 결합 현상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는 현대 한국어 시기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 ‘-느

니’에서의 ‘-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었-’과 무리없이 결합한다. 

(11) ㄱ. 所謂 小作人의 生存權確認이라는 것도 經濟的 同情으로 出하엿다 하느

니보다도 無愛 形式的 宣言에 不過하야 <동아일보1923.9.25.>

ㄴ. 所謂 新式 文明의 攻擊을 受하야 日로 衰退되여가고 時로 破壞되여가

는 것을 吾人은 哀惜하다 하느니보다도 大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23.8.26.>

(12) ㄱ. 아마 글 재조는 업는 모양이데 글 재조가 업다느니보다 사랑이 熱烈하

지 못한 것인가 봐 <동아일보1929.11.02.>

ㄴ. 제가 먹고 싶어 그런 일을 한다느니보다 사서 동무 나누어 주는 것이 

재미잇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동아일보1939.5.23.>

(12ㄱ, ㄴ)의 예는 ‘-다 하느니’의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다 하느니’ 

역시 ‘-었느니’와 마찬가지로 비교 조사 없이는 비교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여 ‘-느

니’ 단독 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하-’ 융합이 나타난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사건을 나타내는 ‘이’의 등장이 

적어졌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11), (12)과 같은 문장은 ‘-다는 것’으로 해석했

을 때 다소 어색함이 있다.19) ‘-다 하느니’와 같은 융합 구문은 3.1.1에서 다루었다

19) ‘-다느니보다’는 (8)에서도 보듯 ‘-다기보다’와 유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포문 

종결어미에 조사가 결합한 것이라면 온전한 문장에 조사가 결합한 ‘-다느니보다’가 어떤 연유로 

명사화 어미 ‘-기’가 결합한 ‘-다기보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는 흥미로운 부분이

다. 본고에서는 ‘-느니보다’가 ‘-느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 ‘-느니보다’를 비롯한 

‘-다느니보다’의 의미 양상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미루어 두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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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구문이다. 이 역시 ‘-다 하느

니, -다 하느니 하다’와 같은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

울 것이다. 

4.4.2. 양태성

‘-느니보다’가 ‘-느니’와 다른 기원이라면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보다’에서도 나

타나는 양태성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방법은 ‘-느니’와 동일

시된 이후 ‘-느니’의 양태성을 ‘-느니보다’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느니’와 

동일시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는 4.4.4에서 다루기로 한다. 

내포문 종결어미에서 유래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양

태적 의미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내포문 종결어미는 내포되어 있는 특성상 내포문

이 여러 개 열거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양태가 발

생하게 된다. 

(13)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시끄럽다. <《표준》, ‘-느니2’>

김다미(2018: 83)에서는 ‘-인지’와 같이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를 나

타내는 표현에서는 무시나 비하의 평가 양태나 감정 양태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느니’ 내포문 역시 다수의 문장이 열거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내포문에 대한 화자

의 인식이 불확실해지기에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13)

의 ‘돈이 있느니 없느니’와 같은 문장에서 ‘돈이 있다’, ‘돈이 없다’와 같은 사실은 

후행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느니’ 내포문 외에도 열거 구성이 ‘그 밖의 다른 것’의 의미를 지녀 부정적인 

감정 양태를 보이는 예는 ‘따위’, ‘나’ 등에서도 나타난다. (14ㄱ, ㄷ)은 열거된 문장

이 아무 양태로 나타내지 않는 반면 (14ㄴ, ㄹ)에서는 부정적인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거 구성의 양태적 의미는 수의적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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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ㄱ. 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따위의 가전제품

ㄴ. 너 같은 놈 따위가 뭘 안다고 남의 일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

<《표준》, ‘따위’>

ㄷ. 건강을 위해 담배나 술을 끊어야 한다.

ㄹ. 나더러는 밥이나 짓고 청소나 하면서 살란 말이지?

<《표준》, ‘나10’>

‘-느니’와 같이 내포문 종결어미면서 열거되는 더욱 유사한 구성으로는 ‘-라’, ‘-

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어미 역시 열거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양태가 나

타나고 있다.  

(15) ㄱ. 분명히 과장이 어제 술자리에서 계장한테 뭐라 뭐라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표준》, ‘뭐라 뭐라 하다’>

ㄴ. 계속되는 추궁에 그는 이렇다저렇다 대답도 못 하고 머뭇거리기만 했

다. <《고려대》, ‘이렇다저렇다’>

3.3.3에서 다룬 바와 같이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 양태적 의미가 항상 나타

나 왔던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에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나타났다가 점

차적으로 양태적 의미의 문장이 증가했다는 것 역시 내포문 종결어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가령 ‘낫다’나 ‘못하다’ 등 다른 어휘로부터 의미 전염이 발생했다면 

이들 평가 형용사에서의 양태적 의미는 항상 나타나므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에서도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열거 구성에서 나타나는 양태적 

의미는 앞서 (14)의 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태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4.4.3. ‘-느니만’으로부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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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에서는 ‘-느니만’ 구문이 ‘-느니’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느니보다’는 

그것과 무관한 별개의 구성이라는 결론을 지었으나, ‘-느니보다’ 역시 ‘-느니만’ 구

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가 관찰된다. 

(16) ㄱ. 다시 각즉 그밤에 아모도 안이 만나 소리업시 쥭으니보다 관졍에

셔 억울 원졍을 일々이다 야 슌검의 말과 갓치 셜치니 시원이   편

이 도로혀 다가 야 <牡丹屛(1911)>

ㄴ. 어머님을 봉양 것이 오히려 나와  나아가니보다 나을 쥴로 아

이다 <琵琶聲(1913)>

ㄷ. 다른 열아달 두니보다 몃이 더 귀게 기르며 <金剛門

(1914)>

‘-느니보다’가 쓰인 문장에서도 20세기 초에 ‘-느-’가 통합하지 않은 것이 다소 

보인다. 이와 같은 예는 의존명사 구성으로도, 내포문 종결어미로도 설명하기가 곤

란한 면이 있다. 의존명사 구성이라면 ‘-느-’ 통합 여부에 따라 의미 차이가 발생

해야 하나 (16)의 문장에서 그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포문 

종결어미에서는 “하느니, 하느니”가 “하니, 하니”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

나 “죽으니”와 같이 받침 체언이 “죽니”로도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16)의 예에서는 

받침 체언에 ‘-니보다’가 바로 결합하는 예가 나타나지 않아 다소 다르다고 보인다. 

“-느니만 못하다”가 이전부터 줄곧 등장해 왔던 익숙한 형식이며 “-느니보다 … 

것이 낫다”가 “-느니만 못하다”와 형식이나 의미가 유사하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느니만 못하다”의 ‘-느니’가 ‘-(으)니’로도 나타나는 현상이 “-느니보다 … 것

이 낫다”에서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렇다고 이는 “-느니보다 … 

것이 낫다”가 “-느니만 못하다”와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유

사한 형식으로부터 유추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4.4. ‘-느니’와의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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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보다’와 ‘-느니’의 이처럼 서로 다른 기원이었다면, 반대로 오늘날에는 어

떤 연유로 ‘-느니보다’와 ‘-느니’를 동일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1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서태룡(1988: 190), 김양진(2009: 

92) 등 ‘-느니’와 ‘-느니보다’는 ‘-느니’를 언급한 곳에서는 언제나 함께 언급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현대 한국어 시기에 형식적으로 유사해졌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5.2.1에서 다룬 바와 같이 ‘-느니보다’의 역사적 출현에서는 ‘-었느니보

다’, ‘-다느니보다’와 같이 ‘-느니’ 단독 구성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형식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러한 형식들은 현대 한국어 시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 예외적인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었느니보다’는 역사적으로도 유일례에 가까울 정도

로 그다지 빈발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의 빈도 감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느니보다’는 1930년대에 24건 가량 등장하여 동시대의 

‘-하느니’의 2건보다 확실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 이르

러 모두 소멸하고 동사 어간에 ‘-느니보다’만이 결합해 ‘-느니’와 유사한 구성을 갖

추게 된 것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 굳이 설명을 시도해 보면 내포문 종결어미에서 

‘-다느니’와 ‘-느니’ 차이의 의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짧은 ‘-느

니’가 자주 쓰여 ‘-느니보다’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령 

관형사절 어미에서는 융합형 ‘-다는’과 ‘-는’이 다소 의미 차이를 보인다. ‘-다 하

-’ 융합을 통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느니, -느니 하다”에서는 ‘-느니’가 이미 인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 ‘-다느니’로 다시금 인용하게 되어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실제로 내포문 종

결어미 ‘-느니’에서 ‘-다느니’와 ‘-느니’는 별 의미상의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20)  

20) 여기서 더 나아가 내포문 종결어미 ‘-니’는 ‘그렇니 저렇니’와 같이 ‘-느-’가 탈락되기도 하며, 

‘그렇네 저렇네’와 같이 ‘-네’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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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논의의 정리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형

식적 형성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에 대해

서 우선 다루고, 비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과 비교 조사가 결합한 것의 출현 양

상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비교 구문을 비교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가치를 비

교하는 평가 비교 구문에 속하며 이에 따라 ‘낫다’, ‘쉽다’와 같은 가치 평가 형용사

와 함께 쓰이거나 [요구], [청유], [의도] 등 [정도성]을 지닌 양태 표현이 후행절

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일반 비교 구문의 경우 동사가 선행해도 ‘-느

니’ 비교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느니’에 동사가 결합할 수 없는 특성은 

가치 판단의 바탕이 되는 [정도성] 양태 표현이 동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는 [정도성] 서술어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낫다’, ‘못하다’와 같이 가치 판단이 개입된 서술어의 영향을 크

게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선후행절의 가치 비교

와는 별도로 선행절의 사태에 대하여 꺼려하는 부정적인 감정 양태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라리’와 양상이 유사하지만 ‘차라리’는 선후행절 모두 부정적인 양태가 드

러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느-’와 결합할 수 있는 ‘-니’ 형식의 문법 요소에 대하여 다루고 

이들 ‘-느니’류 어미가 비교 조사와의 통합 없이 비교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살

펴보았다. ‘-느니’류 어미는 크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의존명사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15세기에 비교 조사 없이 ‘-느니’ 단독으로 나타나는 문장에서의 ‘-느니’가 

오늘날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의 차이를 보였으며 ‘-느니’와 주격조사 ‘이’의 

결합만으로 비교 의미를 설명하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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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더불어 비교 조사가 결합한 ‘-느니’의 

출현 시기와 형식을 관찰하였다. ‘-느니보다’는 중세 한국어 단계에 나타난 적이 없

고 근대 한국어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느니’와 약간의 유사성을 보였다. ‘-느

니… -느니만 못하다’는 ‘-느니… -(으)니만 못하다’와 같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

고 현대 한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아울러 ‘-느니’와 ‘-느니보다’ 사이에서 

제약, 선어말 어미, 보조사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편 ‘-느니만큼’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여타 ‘-느니’와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

였다. [원인]에 가까운 이유를 나타내는 점 등 ‘-(으)니보다’와 동궤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다. 형식에 대하여 다룬 제3장에서도 ‘-(으)니만큼’은 ‘-(으)ㄴ

만큼’, ‘-(으)리만큼’으로도 나타나는 등 본고에서 다루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나오는 예를 검토하여 ‘-느니’와 ‘-느니보다’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느니’는 ‘-느니보다’에서 기원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

느니보다’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느니만’ 구성은 어순과 같은 통사적 

제약이나 양태적 의미를 설명하기에 용이에 ‘-느니’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느니보다’는 ‘-었-’ 결합이나 ‘-다 하-’ 융합 구성 등 내포

문 종결어미 ‘-느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태적 의미는 ‘-느니’에서 의미가 

확산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내포문 종결어미에서 열거 과정에서 비하의 양태

가 나타나는 것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느니보다’는 형식상 어간에 

바로 결합하는 것으로 단순화되면서 ‘-느니’와 동일시된 것으로 보인다. 

5.2. 한계 및 보완점

본고에서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기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느니보다’에 

대해서는 형성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의 

등장 시점과 조사 결합 양상을 파악한다면 ‘-느니보다’의 기원에 대해서도 보다 명

확히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느니’의 기원이라고 상정한 “-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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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만 못하다”에 대해서는 그 기원을 보다 파고들지 못했다. 15세기에도 등장하

는 구문이기에 구결이나 이두 등으로 나타나는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으)니’의 일종으로 제외해 두었던 15

세기의 ‘비교법’으로 등장하는 ‘-노니’의 예를 더 찾아 보다 면밀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느니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느니’ 구성과의 관련성을 깊게 고찰하지 못했다. 

‘-느니만큼’은 앞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출현 빈도의 증감이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보다’, ‘만’과 함께 ‘만큼’ 역시 비교 조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 등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느니만큼’과 ‘-느니’를 연결짓고자 노력할 것이

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아쉬움으로 남겨두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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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aritive connecting ending -nuni

Bae Jinso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necting ending -nuni such as “앓느니 죽겠다” can be featured as 

comparative construction. This study will insist that the comparitive meaning of 

-nuni construction is from comparitive josa. -nuni with compartive josa 

-nuniboda, -nuniman resulted the meaning of -nuni. 

In Chapter 2, two aspects of comparative connecting ending -nuni is 

discussed. First is concerned to semantic feature of -nuni. -nuni construction 

can be led from comparative construction. The target of comparison of the 

-nuni is evaluative modality of two sentences. Unlike other types of 

compartive construction, -nuni represent negative evalutative modality on the 

action of preceding sentence. Second part is for syntactic aspect of -nuni. In 

this part, -nuni can followed by only verbs, not adjective. Besides, -nuni has 

lexical restriction in both two clauses. 

In Chapter 3, historical advents of -nuni is the topic of chapter. First of all, 

in order to find origin of comparative connecting ending of -nuni, other types 

of -nuni is discussed. Comparative connecting ending -nuni is, however, hard 

to find historical advents in medieval Korean. Comparative josa construction is 

also discussed. In these days, -nuniboda is considered as a related form of 

comparitive -nuni, the difference of those two also meaningful fea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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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i. 

In chapter 4, the origin of -nuni is explained by using the feature of -nuni

in chapter 2 and historical advents of -nuni in chapter 3. This will be covered 

following hypothesis: comparative connecting ending -nuni already exists in 

15th century, nomitative josa i formed comparative meaning of nuni. These two 

are criticized in this paper. In conclusion, comparative josa connected on -nuni

formed the meaning of -nuni. 

Chapter 5 is conclusion and whole discussion is wrapped up. The problem 

left in this paper is also discussed. 

Keyword: -nuni, comparative construction, connecting ending, evaluative 

modality, embedded terminative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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