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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성영학 (Onomastik) 의 대상인， 고유영사 (Nomen proprium) 는 언어기호의 체계로서 언어 

학의 연구 대상이며 사회학， 심리학， 철학， 인류학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름은 특히 사 

회학과 관련이 깊으며 (Kohlheim 1977a: 5, 26, Kohlheim 1977b: 151), 이에 이름과 作名者

(Namengeber) 와의 관계 가 중요한 위 치 를 차지 한다. 부모가 자녀 에 게 이 륨 (Vorname) 을 정 

해주는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특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모가 정 해 

진 상황(Situation) 에 서， 일청한 행동을 이 행 함ξ로써 어느 개인에게든 이름이 주어지고， 

또 이로 인해 개개인이 이롬과 동얼화 (Iden tifika tion)되는 사회적 관습이 성 립되는 것이다 

(Hertzler, 1965: 4) . 이러한 면과 부모의 출신， 나이， 종교， 교육수준， 거주지， 직업 ， 사회 

참여 둥을 고려하면， 이름을 선택 하여 준다는 사실은 사회학과 갚은 관련이 있다. 

이 사회 성 명 학 (Sozioonomastik) 에 서 성 명 학의 이 론 (Namentheorie) 은 거 의 연구되 어 있지 

않고， 유행 (Mode) 과 동기 (Motivation) 의 연구는 많이 되 어 있￡나， 作名者의 사회 적 인 측 

면과 이름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않다. 이 作名者와 이룸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조 

사하기 위하여 필자는 서독 하이델베르그 (Heidelberg) 시에서 주어진 이름을 자료로 했으며， 

이 사회적 행동을 고찰키 위해， 1976년도에 주어진 이름과 또 이보다 15년전인 1961년도에 

주어진 이름을 조상대상A로 하였다. 이에 1961년도를 선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이차대전 후 서독의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1960년도 중반에는그 정점에 달하게 

되 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수준은 이와 병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불균형이 사회적으 

로 크게 문제시 되었다. 이에 국가가 계속 발전하려면， 물질적 인 연 뿐 아니라 이 를 뒷받참 

해 줄 청신적인 면도보다 더 발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이제까지의 국 

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야 한다는 교육개 혁 (Bildungsreform) 이 시 도되 었 다 (Picht, 1964; 

Dahrendorf, 1965) . 이는 학교， 교육제도를 개선， 개혁하여 노동자의 자녀가 인문계 고등 

학교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지향하고， 교육 수 

준올 일반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위 두 연도에 주어진 이름을 조사함으로써， 이 교육개혁이 이름을 부여하는 사회적 행동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확인하는 것이 초사대상의 일부가 된다. 

이릎을 정해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어와 한글에서 용어의 차이이다. 한글 

로는 이름을 짓는다 (作名) 하지만， 독일어로는 이름을 준다 (Namengebung) 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그대로 한 아이가 출생하면， 이 릎을 항렬에 따라 또 뭇이나 음에 

의거해 짓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이론상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냐 실제로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우선 독일 남 • 녀 이 름의 수는 총 6000개 정도 이며， 남 • 녀 이름이 구별되어 있고 남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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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수가 여 아 이 름보다 조금 더 많다. 이 이 름들이 수록된 책 (Namenbücher)들이 많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책에서 이름을 선정하게 된다. 또 이름의 철자에서 남 • 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 이에 다수의 여아이 릎이 - a 또는 -e로 끝난다 (Maria ， Elke등) . 이 점에서 

도 넘 . • 녀에 따라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템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 밖의 이 름은 보통영사 

(Substantiv) 나 성 CFamilienname) 과 일 치 해 서 도 안되 며 , 이 러 한 경 우는， 호적 체 에 서 등록하 

기를 거부하는 권리가 있다. 이 러한 면을 보면 독일 이름의 절대수는 제한이 되어 있다. 

2. 계급사회와 비게급사회임|서의 作걸 

Kohlheim (1 977b)은 중세 헤겐스부르그 (Regensburg) 시에 등록된 이 를의 소유자 (Namen

träger) 플 세 계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니: 상총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도시1귀족， 고곱 상인이 속하며， 중층에는 소상인， 귀금속 상인， 종교인， 고금 

관리， 하충에는 수공엽자， 하녀， 성부릉군 등이 속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3 ' 11세키에 

페 겐스부르그시에서 이름을 정하는데는 선택원칙 (Selektionsprinz ip) 이 있으며 ， 이는 다시 

두가지 포 (mechanistisches und konnotatives Selektionsprinzip) 구분된 다. 

중세의 作名에 있어서는 당시의 사회구조와 마찬가지로 계충의 구별이 명백했으며 상층 

이 다른 계충보다 새로운 원칙을 받아 들이는 데 포용성 이 많고 특히 고급-상인들은 다른 곳 

괴의 교류를 등해 ， 또 자체내의 교성， 접촉 등으로 새로운 원칙을 보다 빨리 받아 들인다. 

또한 기독교가 중세 레겐스부르그 도시민의 이픔에 많은 영향을 비 쳤으며， mcchanistisches 

Prinzip은 하충보다 상충에 서 , 여 자 이 름보다 남자 이 름에 더 많이 적 용되 었 다. 

Na umalln Cl 973b) 은 1924년 과 1964년 사이 에 동독의 작센 (Sachsen) 지 방에 서 사용된 이 름 

을 조사하였고， 이 름이 사용된 빈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 이 그룹 간에 는 상호 연 

관관계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에 의하면，그 지역에서는 1923"'1934년도까지는 사 

회계충의 현상을 엿볼 수 있으나， 1945년이후 사회제도가 바꾸어점 에 따라 이러한 계충 현상 

은 사라졌으며 ， 또한 드시와 지 방의 지역적 차이 ， 독일과 외국 간의 차이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 제끼지 사회성명학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계층의 구분이 확실한 사회에서는 이름을 선 

택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귀족， 제후 등 상충의 이 름은 하충과 구분이 되었으며， 새로운 이 

름이나 쥐「핑되는 이 름이 상충에서 하충으로 퍼져 나갔다 한다. 계급이 명백히 구분된 사회 

에서는 이와 걷이 청치 ， 사회 ， 경제 뿐 아니라 언어 에서도 상충이 지배적 인 세릭을 가졌 

다고 하는 것이 다. 또 도시와 지방과의 이름에도 차이가 있으며， 도시민이 세로운 이름을 

받아 들이는 데 지방사람보다 보다 더 관용적 이고 지뱅이 도시의 영 향을 받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q. CBach ， 1952/ 1953; Irle, 1932; Heinrichs, 1908) . 

그러나 사회제도가 변함에 따라 이 계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며， 복수적인 현 

대 사회에서 예전과 같이 뚜렷한 계충 구분이 언어나 이름에 나타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 

는 것은 물론 정 당하지 않다 하겠다. 특히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에서는 언어， 이릉에 

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지역적， 사회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많은 사회에서도 직엽 활통이 공통적으로 이 행 되며， 개인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생 

낌으로써， 사회 적 그룹이 형성되고， 이 그룹에 상당하는 특별한 행 동이 생겨나니， 이는 그 

그룹-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규법이 있으며， 이 규법에 따라， 그 그룹은 행동올 하게 되기 

계 문 이 다 (Kohlheim, 19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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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기인하면， 현대 복수 사회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그룹내지 계충으로 구분할 수 

있으뎌， 이는 作名者의 사회적 행동은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의 특수 규범에 따르며， 이 에 

따라 이 그룹간의 행통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作名과 부모 

의 사회적 위치의 연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유행이콤과 作名의 동기 

유행 (Mode)은 원래 언어 외적언 현상이나 언어에서도 특정한 표현， 명칭， 어귀를 사용함 

으로써 이 현상이 나타난다. 성명학에서도 어 떠힌 동기에 의해 선택된 이름이 일정한 기간 

내 에 자주 사용되면， 유행이름 (Modename) 이 되며， 이의 특정은 인기 드기- 짧은 기간 내에 

바뀐다는 정이다. 

이 유행 이 름의 경과과정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니 a)갱신기 (Innovâ tion) , b) 분산기 

(Diffusion) , c) 순응기 (Adaptation) , d) 제 한커 (Restriktion) 라 할 수 있 다 (Debus, 1977: 172; 

Frank, 1977 : 104) . 이 유행 현상에서 계충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렇다 할 확정한 이 른은 

없으며， 상층계급이 유행되는 이름이나 언어를 사용하기를 근본적으로 만대는 안 하나， 너 

푸 자주 쓰이는 언어， 이 름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반면에 하층계급이 유챙 에 민 

깎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부므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정하는 동커는 개개인에 따라주관적으로 다르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떤 이유로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동기를 조사하기 위 해서는 서 

면이나 구두로 할수 있다. 이 름을 선택하는 여러 동기 증에서는， 이름이 아름답다는 이유가 

가장 중시되며， 이름과성이 조화가 잘 된다는 것도포함되고， 또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이 

름에 모음이 풍부하면 아름답다고 한다 (Bosshart ， 1972) . 이 음향미 학적 인 (Klang-Asthetik) 

동키는 그 시대의 유행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그 시대의 특정한 경향이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학 착품， 매스컴 (Massenmedien) 의 영향도 있으며 이름의 돗， 내 

용， 의미가 좋다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이름이 독특하거나 개성적이커를 원하는 동기 

도 있게띈다. 이러한 동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역을 초월한 공통적인 것이라 하 

뒀다. 

4. 사회계층 모델 

부모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이 이름을 정하는 행동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 

모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몇몇 그룹으로 나눌수 있겠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는 a)개인의 연구 목적에 따라 임의로 구분하는 것과 b) 사회학자들의 사회 계층 모델 

(Schichtenmodell) 을 이 용하는 것 이 다. 이 렇 게 사회 계 충을 구분하는데 는 몇 몇 문제 시 되 는 

점 이 있다. 우선 한 개 인 (Individuum)을 사회 적 인 특정 (soziales Merkmal) 에 따라 일정 한 

계충에 소속시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사회적인 특정은 여러가지가 있으 

니， 예를 들연 수업， 교육수준， 직업， 연령， 명예， 교양수준， 출신， 종교， 거주지 등이 있 

다 하겠 다 (Bernsdorf & Knospe, 1969: 272). 

사회계충 모델도 여러가지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특정을 고려했느냐에 따라， 이 

모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자료에는， 부모의 직업만이 제시되어 있으으로， 사회계충 모델 중에서 이 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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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로 한 모댈 , 즉 한 영 역 모렐 (eindimensionales Modell) 이 펼요하다. 이 직 업 을 근거 로 한 

모댈은， 물론 다른 여러가지 톡정을 고려한 다수 영역모텔 (mehrdimensionales Modell)과 비 

교해 장단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직업이 사회계충을 구분하는데 ， 가장 중요한 특정으 

로 인정되 어 있고， 또 직업에서 사회 행동올 제시하는 요소， 즉 사회활동의 종류， 보수， 책 

임의 형태와 수준， 교체 법 위， 생활 양식을 알 수 있￡므로， 중요한 사회계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텔을 연구 자료에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직 업 을 근거 로한 여 러 모델 중 사회 학자 Moore와 Kleining의 모텔 (Moore & Kleining. 

1960) 을 조사에 이용하였다. 이 모텔은 랜텀방식 (Random-Verfahren) 에 준해 16세와 65세 

에 해당하는 서독인을 상대로 여러 지역에서 네번 인터뷰한 결과에 따라 사회계충을 구분 

했으며， 지역적， 양적인 면에서도， 서독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모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인터뷰의 장점은 그 계충 일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행동， 계충소속을 평가하게 

한 것이다. 예를들어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며， 그 계충을 어떻게 명가하고， 어떤 계통 

의 사람이 그 계충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사회적 문재 ， 근심， 어떠한 장점이 그 계충 

에 있는가를 직접 명 가하게 했으니 ， 이와 같이 계충 일원A로 하여금 자신을 기술하게 한 

것은， 이 름을 정하는 사회 적 행 동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Moore와 Kleining의 사회계충 모델에 의하연， 서독인을 직업에 따라 일곱 계층으로 구 

분하였으니， 이는 상충(1%) ， 중상총(5%) ， 중중충(15%) ， 중하충 (30%) ， 하상충 (28%) ， 하 

하충(17%) ， 사회에서 멸시받는 총 (4%) 이라 하겠 다. 중충과 하충은 공엽계와 비공업계로 

;za「 1; 4r \ 
상 총 196 

중 상 충 5% 

중 중 충 
45% 

중 하 충 30% 
중하(공업계 ) \ 

닙l 공업계 (17%) 

공업계 (13%) 

/ 
하 상 충 

하상 
(공업 계 ) 비 공엽계 (10%) 

공업계 (18%) \ 49% 

하 하 충 17% 

멸시받는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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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양분되어 있다. 이 계충구초를 도표로 그리면 앞 페 이지에 제시한 바와 같이 피라마 

드를 둘 겹 쳐 놓은 것과 같게 된다 

이 일곱계층 중 최상충과 사회에서 멸시받는 충은 조사자료에 없고， 또 이와 같이 이름을 
정하는 사회적 행 동이 일곱계충으로 상세히 구분될 수도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최 상충과 

사회에서 멸시받는 충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계충의 부모를 그들의 교육수준 

에 따라 세충(상충， 중충， 하충)으로 구분하였다. 이리하여 a) 상충에는 대 학교육을 전제 

로 한 직업인， 의사， 교수， 판사， 법관， 목사， 검사， 엔지니어 ， 전문대학선생， 계리사， 변 

호사， 건축가， 공학사 등이 속하며 b) 중충에 는 전문대 학， 전문학교을 전제 로 한 직 업 인 : 

선생， 회사원， 공무원， 조각가， 각분야 전문인， 펀정인， 출판업자， 통역 ， 번역， 공장장， 

은행원， 약사， 장부정리인， 기 술자 등이 속하며 c) 하충에는 국민학교를 전제로한 직업 인이 

나학교교육을받지 않고스스로배운직업인 : 노동자， 우체부， 전기공， 운전수， 소방수， 마 
용사， 보초인， 수공업 자， 수위， 간호원 ， 재봉사， 음식점 주인， 시계공， 판매원 등이 속한다. 

5. 자료 조사 

조사대상은 1961년과 1976년에 태어난 1858명의 남아와 1799명의 여아를 근거로 한 이릎 
이다. 이에 1961년에 사용된 남아 이 름의 수는 685, 여아 이름의 수는 669 01 며 이중 하충계 

급의 이 름의 수가 제일 많으며， 상충계급의 이 름이 제일 적다. 1976년에 사용된 남아 이름 

의수는 1173 , 여아 이 름의 수는 1130이며， 이중 중충계급의 이름이 제일 많고， 하충계급의 

。l 름이 제일 적다. 

1976년도 가장 많이 애 용된 남아와 여 아 이 름 열을 들어 보연 다음과 같다. 

Tab. 1-1. 남아이 릉 (1976) Tab. 1- 2. 여 아이 름(1976) 

Position Name Positi에 Name 

1. I ~다마hr뼈r 3.90 1. Chr디ist“ina/Christine/ 

2. Markus/ Marcus 3.50 Christiane/ Kristina/ Kristine 4. 15 

Stefan/ Stephan/ Steffen/ 2. Stefanie/ Stephanie 3.04 

Steven 3.50 3. Nicole/ Nicola 2.78 

3. Michael 3.21 4. Sandra 2.41 

4. Alexander 3. 16 5. Tanja 1. 89 

5. Matthias/ Mathias 2.52 6. Melanie 1. 84 

6. Andreas 2.32 7. Daniela 1. 78 

7. Thomas 2.02 8. Kathrin/ Katrin 1. 73 

8. Thorsten/ Torsten 1. 97 9. Nadine 1. 68 

9. Daniel 1. 83 10. Anna/Anne 1. 63 

이 이름들을 벼교해 보연， 남아 이름의 각각 또 전체 사용율이 여 아 이름보다 높으며 (단 여 

아 이 름， Christina는 예 외 이 나， 이 이 름은 철자에 변형 (Formvariant) 이 많은 것 에 기 인됨 ) , 

한 이름의 변형。1 풍부하며 남 • 녀 이름이 쌍(Namenpaar)올 이푼다. 즉 같은 어왼에서 나 

온 이름이 남 • 녀 공통￡로 애용된다는 사질이 다 Christian - Christina, Stefan -Stefanie, 

Alexander-Sandra, Daniel-Dani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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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 남 • 녀 이름 중 그러스어， 나전어， 히부리어에서 유래한 이 

름이 많으며， 여 아 이 름에서는 불이， 노어 계통의 이릎도 많이 애 용되고 있다. 

1976년도 유행된 남아 이름에서 상， 하충계급에서 사용된 이 름 중 양적인 면에서 차이기

나며， 각 계층간에서 애용되는 이 름이 상이하고， 하충에서는 한 이 름의 사용빈도기- 상충보 

다 높다. 1976년도 여아 이름에서도 남아 이 름과 버숫한 현상을 나타내며， 특히 여아 이 름 

에서는 한 이 름의 형태 변형이 많으며 ， 이 현상은 상충에서 보다 더 뚜렷 이 나타난다. 또 

이 형태 변형은 이픔의 양적인 참재량을 늘이고， 또 이로써 이픔을 개성화 (Individualität ) 시 

키려는 의도가 상총에 강하다 하겠다. 현대 유낌하는 낭 · 녀 이 름은 그러나 상충보다 하층 

에서 이 용-룰이 높다. 

1976년 하이델베르그에서 사용된 이 름의 초사결과는 1974년도 윈첸에서의 조사와 비교할 

수 있다. 윈헨에셔는 푸모의 계충을 직업벨트: 회사원， 공우원， 노동까， 자유영으로 구분했 

으며， 이 에 노동자와 자유엽 계층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Münchener Statistik, 1976) . 남아 

이름에 서 칫쩌 눈에 띄 이 는 것은， 윈헨에서 사용된 남아 이 릅의 수가 하이 렐베르그해서 사 

용된 이 름의 수보다 훨씬 적으며， 이에 상응해 한 이릉의 사용빈도가 하이 델베르그보다 늪 

으니 ， 이는 대도시에서는 인구밀점으로 인해 개개 인의 교퓨， 접측이 적어칩에 띠라서， 한 

이름이 한 지역에서 여러 번 사용될 가능성이 서로서로릎 잘 아는 시곤보다 많으며， 이 로씨 

유행 이름의 빈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히-갔 다. 

윈헨의 조사 결과에 의하띤， 두 계층의 차이가 확실하고 노등자 자녀의 이릉의 사용빈도가 

자유엠보다 훨씬 높으며 두 계층긴;에 애 용되는 유쟁이릉도 다르다. 주득할 만한 것은 두 

도시 의 즈사결과에서 공동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 는 하이넬베르그 상층에서 유챙 된 

이름은 윈헨에서는 지-유업 에 종사하는 부묘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Chr ist ian ， 

Stefan, Florian, Alexander, Michael, Christoph 등) . 또 윈덴의 노동지긴에 유김 된 이릎은 

하이 델베르그 하충계급에서 인기 를 얻고있다 (Thomas， Markus, Andreas 등) . 여이- 이 릉에 

서도 윈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총간의 구펠이 확실하며 한 이 름의 시용번투기- 념이 이픔 

에서처럼 높지는 않아드， 하이델베르그보다는 매우 늪으며 자유엽에서 애용되는 이름이 노 

동자간에는 별다른 인기를 못얻고 있다는 것이다. 

1976년드 하이댈베르그에서 사용된 남 • 녀 이름의 모음을 조사한 결과， 여아 이 름이 남아 

이 름보다 모음이 풍부한데， 이 는 여이-이 름이 -a나 -e로 끝나는 것이 많기 매둔이다. 또 이 

런 이름들 중에서는 남아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많으며 (Stefan - Stef anie, Daniel- Daniela 

등)， 계충렬르 보면 상충계급의 이틈이 하총계급보다 모음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1976년도 조시-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 • 녀별로 사회계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 

행 이픔， 이 름의 수， 사용빈도에서는 계충의 치이가 두드러지고， 그외에 전통적 인 면 ， 모 

음의 성분， 축소띈 이름형 이나 복합이름에서는 계충의 차이가 적다고 판명되었다. 

이에 1961년도에는 이 계 층의 구분이 어떼했는가를 알아볼 펼요가 있겠다. 196 1년도 유 

행된 남， 녀 이 름 열을 들어보띤 다음과 같다. 

도표에 서 보듯이 남아 이 름의 사용빈도가 여 아 이 름보다 높으며 , 1976년도에 비 해 이 전체 

사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면 1961년도에 사용된 이 름의 수가 1976년도보다 적 었다는 

사실이다. 어원상ξ로는 남 • 녀 독일 이름드 유행은 되 었으나， 그리스어， 나전어， 히부리어 

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여전히 우세하였고， 1976년도에 유행된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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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2-1. 남아이 름(1961) Tab. 2-2. 여 아이 릉(1961) 

Position: Name Position Name 1% 
1. Michael 7. 15 l Gabriele I 4.78 

2. Andrea 6. 72 2. Andrea I 4.48 

3. Thomas 5. 11 3. Petra I 4.33 

4. Klaus/ Cìaus 3. 65 
、5 ]ürgen 3.50 4. Monika 3. 89 

6. Uwe 3. 21 5. Jutta I 2.84 

7. 2. 77 6. Barbara 2.54 

Matthias/ Mathias 2. 77 Michaela I 2. 54 

Martin 2.77 Sabine I 2. 54 

8. S tef an/ S tephan/ Steffen 2.63 7. Elke 

i 34 66 

어에서 기인된 이름이 1961년도에는 아직 인커를 얻지 옷하고 있었다. 1961년도 유행한 남 

아 이 름은 1976년도에도 정드의 차는 있어 드， 여전히 애용되었으나 1961년도 유행한 여아 

이릉들은 Christina를 제외하고는， 1976년도에는 인기를 잃은 사실로 보면 여 아 이릎이 시 

기적으로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6. 결 론 

1976년도와 196 1년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브면 다음과 갇다. 우선 사회계층의 분-를 

보떤 1961년도에는 상， 중， 하층의 비율이 1 : 2 : 3이 었는데， 1976년도에는 1 : 2 : 1로 되었 

으니， 이는 중충이 하충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으로 인한 교육의 참 

여， 기 회균등 주장이 직업의 선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이 름의 수와 출생율올 

비 교해 브면， 신생아의 수는 1961년도에서 1976년도로 월등히 증가한데 대해 (이는 출생플 

이 감소하는 독일에서는 예외현상) 이름의 수는 별달리 증가하지 않았고， 특히 이의 증가 

는 상충에서 두렷 이 나타난다. 두 연도에서 유행 된 이름을 비교해보면 ， 낭 • 녀 이릉 층에서 

독일 이름이 인끼를 앓고외국어에서 치용된 이름이 상송일로플 니타내며， 이는 이픔에 질적 

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현상에는 몇가지 이유를 둘수 있으나， 그 이 름이 유래 

한 외국에 대한 애착보다는 이를 통해 의식적으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 름을 정하려는 동 

기가 강한데서 오고， 또 모음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이름올 찾는데에서 더욱 외래 이름을 애 

용하게끔 되었다 하겠다. 이러한 외래 이름 사용은 하충계급에서 활발하니， 이 의래 이 름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별달리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러한 유행은 여 아 이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61년도에 유행띈 이 름이 

1976년도에는 그다지 인기를 얻지 옷한 것을 보면， 한 이름이 과도로 이 용되키 전에 이마 

다른 이름이 대두되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의 변천은 특히 이차 세계대 

천 후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는 산업， 공엽의 급속한 발전， 외국 여행으로 인한 교류로 이 

잭적인 이름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매스컴(특히 TV)의 영향도 착용한다 하겠다. 이 

름에는 전통적 인 요소가 쇠퇴하고， 복합된 이름보다는 짧고 축소된 이름이 인기를 얻게되 

는 사실로 보아， 현대에는 보다 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모음이 강한 이 름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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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니， 이는 지역을 초월한 꽁용된 현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1961년도에는 1976년도와 마찬기-지로 사회계층의 구별이 있었으며， 이 구별이 

더욱 심했다는 사실이다. 01 계충의 차이는 각 분야마다 정도 차이가 있고， 남아 이름에서 여 
아 이 름보다 더욱 차이가 난다. 여아 이름을 위해서는 어느 계충을 막론하고 아픔당고 현대 

적이고， 모음이 풍부한 이름을 찾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 주요인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남아 이름에는 여아 이름보다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사회 계충의 격차가 적어진 것에는， 여러가치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부모들이 이름을 선택하는 견해， 입장， 동기 등에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또 이에 직 

업의 유동성， 엄격한 사회， 가족제도의 유연화， 자신의 직업 평 가의 변화 등 많은 사회적， 

청 치 적 요인이 작용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Adler, M.K. (1978) Namiηg aηd Addressiηg， A ~ Socioliπguistic "Study , Hamburg. 

Allen, W.S. (1958) ‘Proper Names in Onomastics and Linguistics,’ Iπternationaler Kong

reβ für Namenforschung 5, Salananca, S. 195-201. 

Bach, A. (1952/53) Deutsche Namenkαnde， Bd. 1 1 u. 2 ; Die Deutschen Personenηameη， 

Heidelberg. 

Bausinger, H. (1974) ‘Sprachmoden und ihre Gesellschaft!iche Funktion ,’ Gesprochene 

Sprache SdG XXVI, Düsseldorf, S. 245-266. 

Bernsdorf, von W. & von H. Knospe (1969) Wδrterbuch der Soziologie, Stuttgart. 

Bosshart, L. (1972) Motiνe der Vorπamengebung im Kantoη Schaffhausen von 1960 bis 

1970 , Freiburg i. Ue. 

Dahrendorf, B. (1 965) Bildung ist Bürgerrecht. Plädoyer f;μr eiηe aktive Bilduηgspolitik， 

Bramsche, Osnabrück. 

Debus, F . (1977) ‘Soziale Veränderungen und Spi'achwandel. Mode im Gebrauch von 

Personennamen, ’ Jahrbuch 1976 des Lηstitιts f;깅r Deιtsche Sprache, Düsseldorf, 

167-204. 

Fleischer, W. (1968) Die Deutschen Personeπnameπ ， Berlin. 

Frank, R. (1977) Zur Frage einer schichtenspezifischen Personennamengebung , Neuminster ‘ 

Heinrichs, K. (1 908) Die Entstehuπg der Doppelvornamen, Gießen. 

Hertzler, J.O. (1965) A Sociology of Language, New York. 

Irle, L. (1932) Die Vornamengebung im Siegerlaπd， Siegen. 

Kohlheim , V. (l977a) ‘Zur Erforschung der Diffusion onomastischer Innovationen,’ Beiträge 

zur N，ameπ:forschuηg 12, H. 1, S. 1-34. 

0977b) ‘Regensburger Rufnamen des 13. und 14. Jahrhunderts,’ Zeitschríft 

für Dialektologie und Liπguistik ， Beihefte, Neue Folge Nr. 19 der Zeitschrift für 

Mundartforschung, Wiesbaden. 

Leys , o. (1974) ‘Sociolinguistic Aspects of Namegíving Patterns,’ Onoma 18, S. 448-455. 



社會階層과 {'F名 93 

Moore, H. & Kleining, G. (1960) ‘Das soziale Selbstbild der Gesellschaftsschichten in 

Deutschland,’ Kó1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12, S.86-119. 

Münchener Statistik (1976) ‘Zur Vornamengebung in München,’ Münchener Statistik , 

hrsg. vom Statistischen Amt der Landeshauptstadt, Nr. 3, S.70- 78. 

Picht, G. (1964) Die Deutsche Bildungskatastrophe, Olten & Freiburg i.Br. 

Pulgram, E. (1954) ‘Theory of Names,’ Beiträge zur Nameπ:forschung 5 , S.149- 196. 

Rossi , A .S. (1965) ‘Naming Children in Middle.class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S. 499- 513. 

Seibicke, W. (1977) Vornamen , Wiesbaden. 

Wimmer, R. (1973) Der Eigeηname im Deutschen. Ein Beitrag zu seiner linguistischen 

Beschreibung, Tübingen. 

ABSTRACT 

Schichtenspezifìsche Faktoren der Vornamengebung 

K wang.Sook Lie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ie Namengebung in Heidelberg seit 1960 in zwei 

ausgewählten Jahren (1961 und 1976) empirisch zu untersuchen. Das besondere Augenmerk 

der Arbeit ist dabei auf das interdependente Verhältnis von Name und Namengeber und 

deren gesellschaftlicher bzw. berufìicher Stellung gerichte t. Dabei so l1 im einzelnen über. 

prüft werden, ob und inwieweit sich die Namengebung innerhalb dieses Zeitraums verändert 

hat. 

Um die Abhängigkeit zwischen der Namenwahl und der sozialen Stellung der Namen. 

geber zu erfassen, werden die Namengeber in bestimmte Gruppen eingeteil t. Für die Ein

teilung wird das Schichtenmodell von Moore und Kleining verwendet, das auf dem Merkmal 

‘Stellung im Beruf’ aufbaut. Das eindimensionale Modell ist für die Untersuchung besonders 

geeignet, weil das Untersuchungsmaterial Angaben zum Beruf enthält, aber nicht zur 

sonstigen Stellung. 

Die Untersuchung der Namengebung beider Jahrgänge zeigt, daß erkennbare Veränderun

gen bei der Namengebung in Heidelberg zwischen 1961 und 1976 eingetreten sind, und 

zwar einmal bezüglich des Verhältnisses von Jungen- und Mädchennamen und zum anderen 

bez니glich der Verteilungen in den verschiedenen sozialen Schichten. Der Wandel der 

Namengebung kommt sowohl bei der Häufigkeits- wie auch bei der Gesamtverteilung 

der Namen zum Ausdruck. In der Häufigkeitsverteilung tritt besonders im Namenschatz, 
bei den Prozentanteilen und bei der Herlωnft der häufigsten Jungen- und Mädchennamen 

eine starke Veränderung auf. In der Gesamtverteilung gibt es größere Verschiebungen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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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Herkunft, bei den Kurzformen und bei den nur einmal vergebenen Jungen- und 

Mädchennamen. Es wurde dabei festgestellt, daß solche Veränderungen (trotz der äußerlich 

uneinheitlichen Erscheinungsformen) eine überregional erkenllbare Tendenz der heutigen 

Namengebung aufweisen. 

Die Untersuchung bestätigt die Auffassung, daß die Namengebung auch heute noch 

schichtenspezifìsch geprägt ist. Der Namengeber ist heute nicht als Mitgleid eines hierar

chischen Ständesystems anzusehen , sondern als MitgJied von Gruppen, mi t denen er Ge

meinsamkeiten in der Mentalität und im Selbstbewußtsein hat und an deren Erwartungsnor

men er sich auch bei der Namenwahl orien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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