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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의 고유명사에 대한 연구

정 수 정 (서울 )

Ⅰ. 서  론

고유명사 Eigennamen / Nomina Propria는 한 언어 시스템에 속하는 구성요

소로서 다른 일반명사와 비교하여 독특한 상을 지니고 있다. 고유 명사의 

이러한 독특성은 고유명사가 일반명사 Gattungsnamen / Nomina Appellative처
럼 형식과 의미1) 혹은 기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동종의 여러 개

체 에서 하나의 특정 상을 지시하고 동일시하며 명명한다는 에서 기인

하며, 한 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일반명사와 직 으로 구분되

고 인지될 수 있다는 에서 비롯된다. 고유명사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고

유 명사를 문맥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지시수단 

situationsunabhängiges Referenzmittel”2)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고유 명사는 철학, 언어학–특히 고유명사학 Namenkunde / Onomastik–, 

사회학, 문화학 등의 다양한 학문 역의 연구 상이며 각각의 학문 역마

다 다양한 연구 과 연구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철학은 고유명

사의 의미에 하여 논의를 개해 오고 있으며, 언어학의 경우는 고유명사학

의 주도하에 고유명사를 어휘 , 통사 , 사회 언어학  그리고 통시  

에서 고찰하고 있다.

1) 고유명사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서

는 본고의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Kalverkämper 197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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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독어의 고유명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의미론  통사론 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어 고유명사의 번역 가능성에 하여 독어와 

다른 언어와의 비교 속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고유명사의 분류

독일어 고유 명사는 연구 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서 

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분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독일어 고유 명사가 인명과 지명으로 나 어질 수 있

다는 사실에는 반 으로 동의하고 있다.4) 따라서 본고에서도 고유 명사를 인

명 Personennamen / Anthroponyme과 지명 geographische Namen / Toponyme 그
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그 외에 고유명사’로 분류하고 각각의 하  범주를 살

펴보고자 한다. 

1. 인  명

인명은 특정인을 가리키면서 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지

니는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인명은 기본 으로 특정인임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 개인의 외  표 체이다. 인명은 일차 으로 성姓 Familiennamen과 이

름 Vornamen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성姓의 경우, 에 따라 ‘뒤 이름 / 뒤따

3) 고유명사의 다양한 분류방식에 대하여 Kalverkamper 1978, 116f., Helbig & Buscha 2001, 
206, Kunze 2000, 10f., Bauer 1998, 53ff. 참조.

4) Kunze 2000, 11 참조.
5) 한국어의 ‘성명’이나 ‘이름’은 독일어의 Familiennamen과 Vornamen을 합친 개념이다. 

그러나 Familiennamen을 ‘성’, Vornamen을 ‘명’이라고 번역하여 논의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Familiennamen을 ‘성’ 이라고 하고 Vornamen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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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이름’ Nachnamen–혹은 ‘덧 이름 / 덧붙인 이름’ Zunamen–이라고 명명

하기도 하는데, 성 姓의 이러한 다른 명칭들은 이름과 성의 역사  생성 과정

에 한 단 를 제공한다. 즉 뒤따르는 이름이라는 명칭은 이미 어떤 종류의 

이름이 존재했음을 제하고 있으며, 성이 이 이름에 덧붙여졌으며, 따라서 

성보다는 이름이 역사 으로 선행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Fleischer(1968, 
75)는 이름과 성의 역사  발 에 있어서 이름 Vornamen에 비하여 성 

Familiennamen의 역사가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서 1000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음을 지 하 다. 성은 별명이나 출신, 거주지 등의 ‘  이름 / 에 붙는 이름’ 
Beiname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후손에게 지속 으로 쓰이면서 오늘날의 성으로 

발 하게 되었다.
‘호칭 / 부르는 이름’ Rufnamen은 일반 으로 이름 Vornamen과 동일시할 

수도 있으나,6) 역사 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는 개념이 선행하 다. 12세기 

까지 독일에서는 성 없이 ‘하나의 이름’ Einnamigkeit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

를 이루었다. 그 당시 이름의 주된 기능은 ‘부른다’ rufen에 있었으므로, 이러

한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라 명명하 다. 뿐만 아니라 이름/ 앞 이름 ‘Vornamen’
이라는 개념은 뒤따르는  하나의 이름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어도 ‘두 이름’ Zweinamigkeit– 를 들어 ‘ 에 붙는 이름 / 별
명’ Beiname이 있는 Ludwig der Fromme, Karl der Große 등–시기 이후 등

장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이름은 12세기 이후 독일에서 도시의 발달과 더불

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 으로 제한된 ‘하나의 이름’으로는 개개인을 정확하

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었다.7) Mittelrauer(1993, 
373f.)는 독일의 1300~1400년경에 종교  요성 덕분에 성인의 이름 

Heiligennamen이 일반인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동명이인 상이 시

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각해졌고 이러한 상황은 두 번째 이름의 도래를 래

이라고 번역하기로 하였다.
6) 오늘날 Hans-Jürgen Grimm과 같이 이름이 두 개일 경우, 그 가운데 하나만을 부르는 이

름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이름을 부르는 이름으로 선택한다.
7) Naumann 1994, 11에 의하면 마인강의 프랑크푸르트의 인구가 1300년경에는 10,000 정

도였는데, 1400년 경에는 20,000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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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두 이름 생성의 다른 원인으로는 그 시 의 법

 경제 인 요소가 있다. 12세기 반이후 겐스부르크 Regensburg의 서류에

서 볼 수 있듯이 ‘  이름’이 경제 인 상속이나 정치  권리의 상속에 있어서 

요한 근거 다.8) 이러한 상은 귀족층뿐만 아니라 상인에게서도 나타났는

데, 그 때 당시에는 업(활동)의 자유 Gewerbefreiheit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

에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 로 이어 받기 해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 
즉 성을 상속받았다. 

별명 Übernamen은 인명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신체나 성격의 독특한 특

징을 드러낸다. 학자에 따라 별명을 역사  유래나 발  과정에 있어서 유사

성을 보이는 ‘  이름’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애칭 Kosenamen / Hypokoristika
은 별명  하나로, 게르만족 시 까지 이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애
칭은 주로 개인이 소속된 특정 역– 를 들어 가정, 학 , 친구–에서 사용

된다. 애칭은 개인과 개인간의 계와 개인의 집단에의 소속을 표 하고자 하

는 욕구에서 생겨났다. 비록 독어의 Kosenamen을 한국어로 애칭으로 번역하

지만, 정 인 개인 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 인 개인 계 

역시 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애칭은 우선 이름 Vornamen에서 몇 개의 음

을 생략하거나 어미 -i Suffix-i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를 들어 Elisabeth- 
Beta, Helene-Nene, Dagmar-Dagi, Klinsmann-Klinsi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애칭으로 곰, 쥐, 개구리와 같은 동물의 이름이 Schatz라는 어휘와 결합하여 

Nina-Maus, Mäuse-Spatz-Schatz, Mausi-Waltraud 등과 같이 애칭으로 쓰이기

도 한다. 애칭과 유사하게 쓰이지만 개인의 부정 인 특징을 주로 부각하는 

별명으로 ‘비꼬는 이름’ Spitznamen과 ‘비웃는 이름’ Spottnamen이 있다. ‘비
웃는 이름’이나 ‘비꼬는 이름’은 특히 학교라는 사회를 심으로 많이 나타나

며, 이러한 이름 속에서 ‘선생님－학생 계’의 사회  균형유지 역할을 볼 

수 있다.
지 까지 기술한 인명은 모두 개인–성의 경우 외일 수 있지만–에 해당

한다. 그런데 인명 에는 개인이 아닌 사람들의 집단을 총칭하는 것도 있다. 

8) Kohlheim 1996, 1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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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인명을 집단명 Kollektivnamen이라고 한다. 집단명의 표 인 이

름으로는 민족명 Völkernamen–Amerikaner, Spanier 등–, 부족명 Stammesnamen, 
씨족명 Sippennamen 등이 있다.

2. 지  명

지명은 인간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응하며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달하기 해 사용되는 고유명사라

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이해 계 여부에 따라 길, 숲, 들, 산, 계곡, 강, 바
다 등 인간 생활의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지리 인 상에 부여된 특정 

이름이 지명이다. 
지명에 속하는 하  역의 분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명을 분류하는 기

으로 인간에 의한 향에 따라 자연 지명 Naturnamen과 문화명 Kulturnamen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에 해서는 반론이 많다.9) 이 듯이 하 분류에 한 의견

이 분분하더라도 일반 으로 수용해 왔던 분류 방식을 기 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0) 우선 비교  넓은 정치  경제  단 의 지역 이름 Gebietsnamen /
Landschaftsnamen이 있다. Vorpommern이나, Westfalen, Niederbayern 등의 이름

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비교  넓은 공간을 아우르는 지역 이름은 그 해당 지역

에 거주했던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하기도 하 다. 를 들어 Hessen은 이 지역에 

거주했던 Hessen이라는 부족명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 Hessen이라는 어휘는 게

르만어의 hattu, 즉 ‘Hut’ 모자를 가리킨다.11) 그 외에도 이러한 지역명은 그 지역

의 치나 특성에 유래하기도 한다.
넓은 지역 보다 아래 단 의 고장 이름 Ortsnamen은 도시나 지방 등을 총

체 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도시나 지방의 이름은 사실 변화무 한 수천 년 

9) 이에 관하여 Bauer 1998, 55f., Duden 1995, 563 참조.
10) Fleischer 2001, 648ff. 참조.
11) Fleischer 2001, 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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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 다. 거주민의 변화는 이 고장 이름의 변경을 래하

기도 하고, 사회 경제  조건 변화는 거주지의 외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기능이나 내부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지명

의 변경을 래하기도 하 다.12) 
크고 작은 하천과 연못, 호수 등의 이름인 하천명 Gewässernamen /

Hydronyme과 구릉이나 산, 산맥 등의 이름 산 이름 Gebirgsnamen은 인간에

게 방향이나 치의 표시 기능을 하며 인간 거주지의 심지 역할을 하 기 

때문에 고  시 로부터 오랫동안 그 이름이 그 로 유지된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지명으로는 거리명이나 성, 교회, 다리, 건축물 등의 이름을 포함

시키기도 한다.

3. 그 외의 고유명사명

그 외의 고유명사에는 인명과 지명 이외의 다양한 이름들이 속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학자마다 고유명사로의 분류에 하여 이견이 있는 것들도 있다. 
Bauer(1998, 53ff.)에 의하면 인명이나 지명에 속하지 않는 고유명사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의 이름인 ‘창작품명’ Ergonyme, 인간에 의

해 수행된 행 에 한 이름, ‘행 명’ Praxonyme, 인간의 행 와 무 한 

상의 이름인 ‘ 상명’ Phänonyme 등이 있다. 
창작품명이라는 개념은 사실 일반 이지는 않다. Bauer(1998, 57ff.)는 창작

품명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생산에 기여하는 제도– 를 들어 사회단

체명, 교육기  등–와 상품명, 교통수단, 술 작품 등의 이름, 즉 인간에 의

해 만들어진 생산품명을 포함시켰다.
행 명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 역사 , 정치 , 문화  경제  사건의 이름

12) 정치적, 시회적, 경제적 변화와 지명의 변경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동ㆍ

서독 통합 이후 동독 지역의 지명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Gläser 2005, 213ff. 
참조. 그 외에도 지명 변경에 대하여 Fleischer 2001, 68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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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를 들면 랑스 명, 민족의 이동, 포츠담 정 등이 이에 속한다.
상명은 자연 상에 한 이름으로, 인간이 이러한 자연 상에 항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자연재해 상에 한 명칭이다. 를 들어 태풍이

나 허리 인 혹은 혜성의 이름 등이 이에 속한다. 

Ⅲ. 고유명사의 의미론

이미 언 한 바 있듯이 고유명사의 의미는 과거 그리고 재에도 여 히 

진행되는 철학  논쟁의 주요 상이다. 철학  논의의 쟁 은 고유명사가 어

떤 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다면 고유명사가 어떻게 하

나의 상을 신하며, 인간은 어떻게 고유명사로 개별 사물을 연 지을 수 

있는가 등에 한 것이다.13)

이 장에서는 고유명사의 의미 존재 여부에 하여 이를 부정하는 부류와 

그에 반 하는 입장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유명사의 의미에 한 부정 인 입장

고유명사가 일반명사와는 달리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견해는 특히 Mill
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는 고유명사가 사물 자체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사물에 부여하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달하는 경우, 즉 이름이 실질 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 의미는 이름이 지칭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이름이 내포하는 것 속에 있음을 술한 바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3) Wolf 1993,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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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도 내포하지 않는 유일한 이름은 고유명사이며, 이 고유명사는 엄격히 말

해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Aus den vorhergehenden Bemerkungen wird man leicht entnehmen, daß, wenn 
immer die Namen, die man Gegenständen gibt, irgend was mitteilen, das heißt, 
wenn sie im eigentlichen Sinne irgend eine Bedeutung haben, die Bedeutung 
nicht in dem liegt, was sie bezeichnen, sondern in dem, was sie mitbezeichnen. 
Die einzigen Namen von Gegenständen, die nichts mitbezeichnen, sind eigene 
Namen, und diese haben streng genommen gar keine Bedeutung.14) 

Mill은 고유명사를 의미가 없는 표시로서, 일반 보통명사와는 달리 지칭되는 

상의 성질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그는 고유명사가 단지 

상을 지칭할 뿐 그 상에 해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

로 고유명사는 고유명사의 담지자 Namensträger를 지시할 뿐이라고 기술한다. 
Mill 이외에도 Debus 역시 고유명사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Debus에 의하면 고유명사는 개념  의미는 없지만 부차  의미나 감정 

가치는 가지고 있다.15) 

2. 고유명사의 의미에 한 정  입장

고유명사의 의미에 한 다른 입장은 고유명사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견

해이다. 이 입장에도 고유명사가 의미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두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고유명사가 “최소의 의미 ein Minimum an Bedeutung”를 

지니고 있으며 의미상 축소되었고 ‘semantisch reduziert’, 이 때 의미는 “ 습

에 의해 per Konvention” 할당된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Julia’라는 독일 

이름은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일반 으로 여성에 부여되는 고유명사이며, Julia

14) Mill 1993, 56 참조.
15) Debus 1985, 31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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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유명사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잡지 

등의 이름으로도 쓰일 수 있다. 반면 Julian이라는 이름은 주로 남성에게 부여

되며, 이 고유명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듯이 첫 

번째 입장은 고유명사가 실질 으로 많은 의미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여긴

다. 고유명사의 의미에 한 이러한 입장은 Searle(1969)의 견해와 유사하다.
두 번째 입장은 고유명사가 최 의 의미 ein Maximum an Bedeutung를 지

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표 인 학자로는 Jesperson(1963)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유명사의 의미는 일반 명사의 의미보다 콘텍스트 

내에서 차 으로 명시화 된다. 그런 에서 고유명사는 의미의 최 치를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독일 바이에른의 도시인 Regensburg에 

한 어휘항목으로서 사  기술을 살펴보자.

Regensburg: Kreisfreie Stadt in Bayern, an der Mündung von Regen und Naab in 
die Donau, Großstadt (über 130, 000 Einw.), Regierungshauptstat des Bezirks 
Oberpfalz, Universitätsstadt, ehm. Castra Regina, Reichsstadt, berühmter Dom ...”16)

Regensburg에 한 사  기술은 의미 으로 지시 상에 한 복합 인 내

용을 달하고 있다. 고유명사 Regensburg가 지닌 일련의 무수히 많은 의미

자질들이 이 도시의 의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입장은 고유명사의 

의미가 무제한 이라고 피력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에 한 지식과 한 

연 이 있다. Mill 역시 고유명사의 의미자질이 지식 Wissen이라는 에는 동

의하지면서도 이러한 고유명사의 의미자질이 분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

면, Jesperson은 의미자질의 분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이 에서 학자들 

간의 고유명사의 의미에 한 입장이 서로 립하고 있다.
Hansack(1990, 2000)은 고유명사의 의미를 인지론 인 에서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의미는 단어 속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 속에 

16) Koß 1996, 5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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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단지 불려질 수만 있다고 한다. Hansack은 

고유명사에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특정 사물을 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한 정보량이다. ［...］고유명사는 

명명된 사물에 한 인간의 뇌에 있는 지식으로서 정보의 총량을 나타낸다. 
nicht für einen Gegenstand, sondern für eine Informationsmenge über einen 
Gegenstand. ［...］ Der Name indiziert (adressiert) die Informationsmenge, die im 
menschlichen Gehirn den Wissensstand über das benannte Objekt darstellt ...” 17) 

Hansack에 있어서 고유명사의 의미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정보의 총체이며, 
일반명사 Appellativ의 “닫힌 정보량” “geschlossene Merkmalsmenge”에 비해 고

유명사는 “열린 정보량” “offene Menge”이다.18) 따라서 텍스트를 수용 시에 고

유명사의 의미, 즉 고유명사 담지자 Namensträger에 한 지식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고유명사 의미를 “고유명사의 의의” “Namensbedeutsamkeit”라고 

칭하는데, 이 개념은 특정 고유명사에 결부된 정 , 부정 , 립 의 연상과, 
인상과 감정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19) 

고유명사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 일반명사에서처럼 외연과 내포의미의 분류

가 가능하다. 외연과 내포 의미 계에 있어서 고유명사의 외연은 최소이고 내

포는 무한 이다. 일반명사의 경우는 이와 반 이다. 이를 그래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20)

17) Hansack 2000, 211 참조.
18) Hanssack 2000, 371 참조.
19) Sonderegger 1987, 16 참조.
20) Hansack 1990,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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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명사와 고유명사의 외연과 내포의미의 계

내포(자질집합)

외
연(

지
시
대
상
의
집
합)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명사는 경제 인 명명 ökonimische 
Benennu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음성연속체로 거 한 정보량을 담

아낼 수 있다는 에서 기인한다. 
Kalvekämper는 고유명사의 정의에 있어서 여 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미

론  을 배제하고 텍스트에서 언어기호 사용이라는 언어의 기능의 

을 고유명사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어떤 언어기호 자체를 고유명사나 

일반명사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

는가에 따라 일반명사나 고유명사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어기호 내지는 언어기호 연속체는 그것이 고유명사로 의도되고, 문맥에서 합

한 언어수단과 상황 (화용 ) 표시로 고유명사로서 이해될 때야 비로소 고유명사

로 기능하게 된는데, 이는 수신자의 입장을 보완 으로, 그 기 때문에 고유명사 

언어기호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참작

한다.
Ein Sprachzeichen (bzw. eine Sprachzeichenkette) fungiert dann als Eig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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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es als ein solches intendiert (das ist die Sender-Position des Textes) und 
über geeignete kontextuelle Sprachmittel wie auch situative (pragmatische) Signale 
als ein Name verstanden ist (was ergänzend, somit für das propriale 
Sprachzeichen das kommunikative Zusammenspiel von Sender und Partner betont, 
die Empfänger-Position mit einbezieht.)21) 

이 에 있어서 Kalverkämper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 사이에는 지 까지 

언 한 근본 인 ‘종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 내지는 쓰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 한 Pulgram(1954)의 고유명사에 한 견해를 

발 시키고 있다.
Fleischer(1992, 4) 역시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의미 계라는 에 있어

서 두 개의 서로 마주보는 극의 긴장 계 Spannungsverhältnisse에 하여 언

하고 있다. 하나의 극은 고유명사인 인명 proprium tantum이 차지하고 있

고, 다른 한 극은 일반명사 appellativum tantum이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극은 

각각의 카테고리의 형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고유명사의 형태 통사론

독일어 고유 명사의 형태 통사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 사용법에서 볼 

수 있다. 고유명사의 사 사용법은 ‘Hans’, ‘Maria’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유명사에는 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요하고 표 인 

통사  상 의 하나도 사 사용법의 차이에 있다. Koß (2002, 60) 한 

이러한 사실에 하여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21) Kalverkämper 1978, 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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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법, (명사의) 성과 굴  (특히 명사의 수에 따른)은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

의 차이를 인식시켜주는 속성들이다. 
Artikelgebrauch, Genus und Flexion (insbesondere Numerus) [...] gehören zu den 
Eigenschaften, die bei App und EN Unterschiede erkennen lassen.

그러나 에서 기술한 고유명사의 사 사용법은 국명이나 하천명 등의 지

명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Helbig&Buscha (2001, 7)는 아래

와 같이 지명의 다양한 사 사용법에 하여 지명의 하 부류에 따라 세분

화하여 제시하 다.

<표 1> 지명에 따른 사 사용 분포

정 사 무 사

고장 이름 Ortsnamen - ＋

산 이름 Bergnamen ＋ -

강 이름 Gewässernamen ＋ -

나라 이름 Ländernamen ＋ ＋

지역이름 Landschaftsnamen ＋ ＋

고유명사의 사 사용법에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명뿐만 아니라 

인명에서도 다양하게 사가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고유명사의 

사 사용의 다양한 분포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인명은 일반 으로 무 사로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 정 사를 수반할 

수 있다. 이름 Vornamen의 정 사 수반 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 특히 남부 독일에서 die Maria, der Hans와 같은 형태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성 Familiennamen의 경우, 유명 인사의 성 앞에 오는 사

는 높이 평가하는 기능(1)을 지니는 반면, 일반인의 성 앞의 정 사는 폄하의 

기능(2)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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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diesem Abend sang die Callas.
(2) Der Schmidt war wieder mal betrunken.

인명 앞에 형용사 부가어가 있는 경우에도 der kleine Karl, der reiche 
Schulze, die kluge Liese 등에서처럼 정 사가 함께 쓰일 수 있다.

(ⅱ) 지명의 경우 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으로 도시 이름–

Dresden, Berlin 등–은 성으로서 무 사로 쓰이나, 강 이름이나 산 이름–

die Elbe, der Rhein, die Alpen, der Harz–과 거리의 이름 등에는 사가 그 

지명의 구성요소를 이루며, 이 때 사는 한정성 Definitheit을 나타낸다. 그러

나 사가 필수  구성요소인 지명에 사가 빠질 경우에는 고유 명사 자체

를 지시하기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3) Manche Länder möchten sicher auch Alpen haben.
(4) *Manche Länder möchten sicher auch ein Gebirge wie Alpen haben. 

의 문 (3)의 Alpen은 알 스 산의 die Alpen에서 정 사가 빠진 경우

로, 이 Alpen은 알 스 산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 스 산과 같은 

그러한 ‘수려한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반면, (4)의 문은 비문으로서 ‘알
스 산과 같은 그러한 산’이라고 표 하는 것이므로 고유명사 die Alpen이 쓰

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고유명사 앞의 사가 기능 으로 쓰일 수 있다. 다음의 

를 살펴보자.22)

(5) Die Regensburg ist schön.
(6) Die “Regensburg” ist schön.
(7) Regensburg ist schön.

22) 예문은 Koß 2002 61f.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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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의 Regensburg는 각각 성城의 이름과 선박명, 도시명이다. 무
사일 때 도시명인 Regensburg가 여성 사와 함께 쓰이면서 성의 이름으로 쓰인

다. (6)의 경우는 선박명이 되는데, 이는 인용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Ⅴ. 고유 명사의 번역

출발 언어 Ausgangssprache의 고유명사에 한 목표 언어 Zielsprache에서

의 번역의 이론  근은 고유명사학이나 번역학에서 조차도 거의 무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 언어간의 번역에 있어서 임의의 이름 번역에 

한 언 은 존재하지만, 이는 이론 으로 근거있고 구속력이 있는 규정 는 

표 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23) 
고유명사의 번역은 번역할 텍스트의 종류와 의사소통  화용 인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에서 고유명사의 번역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a) 음역 Transliteration
(b) 자구 / 축어  번역 

(c) 일반명사를 이용한 상세한 설명 

Kalverkämper(1996, 1018ff.)는 고유명사의 번역 문제를 일반 으로 어휘 

단 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성과 련지었다. 그는 고유명사가 특별한 성향의 

외연과 내포를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고유명사의 번역에 용하여, 의미 으

로 투명한 고유명사는 목표 언어에서 축자  번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
이 장에서는 고유명사가 그 유형의 분류에 따라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23) Jäger / Jäger 1968, 131ff., Neubert 1973, 7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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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명의 번역

인명  이름과 성은 체로 출발어의 발음에 유사하게 음운론 으로 음역

을 하지 축자 으로 번역하지는 않는다. 를 들어 독어의 성 Kirchberg를 

어의 Churchill로 번역할 수 없으며 Neuhaus 역시 스페인어의 Casanova로 번

역이 불가능하다. 독어의 Karl에 한 유럽 언어의 응 이름인 Charles나 

Carlos는 개별 언어마다의 변이형이지 축자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24)

인명에 있어서 일반 으로 고유명사 담지자의 신체 , 성격  특징을 나타

내는, 일반명사를 지니고 있는 별명의 경우 자구  번역이 가능하다. 특히 역

사  인물의 이름에서 별명 혹은 ‘ 에 붙은 이름’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

다. 이는 고유명사 반에 용될 수 있다. 즉, 고유명사를 이루는 요소  

어도 한 어휘라도 일반명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명사가 의미

으로 투명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목  언어에서 자구  번역의 가능성이 있

다.25)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dt. August der Starke →engl. August the Strong
(6) dt. Heinrich der Löwe →engl. Henry the Lion
(7) dt. Friedrich Barbarossa →engl. Frederick Redbeard

2. 지명의 번역

지명 역시 일반 으로 자구  번역을 하지는 않지만, 지명을 구성하는 일

반명사의 의미성이 지명에 유의미할 경우, 이러한 일반명사는 축자 으로 번

역될 수 있다. 지명의 축자  번역은 인  국가간에 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

명에서 자주 나타난다. Fleischer(2001, 700ff.)는 독일과 슬라 어 국가들과의 

24) Kalverkämper 1996, 1019 참조.
25) Fleischer 2001, 6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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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과 독일과 로만어 국가들과의 인 지역에서 이러한 상이 빈번하

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인  지역 외에도 국제 으로 알려진 지명이 자구

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dt. Schwarzwald →engl. Black Forest; fr. la Foret-Noire 
 (9) dt. Mecklenburg-Vorpommern →fr. Mecklenbourg-Pomèranie-Occidentale
(10) dt. Bodensee → fr. le Lac de Constance
(11) engl. Cape Town →dt. Kapstadt
(12) engl. Rocky Mountains →dt. (Nordamerikanisches) Felsengebirge 

해당 지명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 번역자는 그 지명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기도 한다. 

3. 그 외의 고유명사에 한 번역

그 외의 고유명사의 번역 역시 일 된 원칙이 존재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번역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한 국가의 정치 제도나 기  이름, 술 작품명 

등은 자구  번역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약간씩 변형의 모습을 띌 수도 있

다. 국가 제도나 기 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를 볼 수가 있다.

(13) dt. der deutsche Bundestag →engl. the German Bundestag 
(14) dt. die Bundeswehr →engl. the Bundeswehr
(15) dt. Bundesregierug Deutschland→engl.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의  에서 der deutsche Bundestag과 die Bundeswehr는 어 번역에

서 Bundestag과 Bundeswehr로 그 로 쓰이고 있는 반면, 독일 연방 정부에 

해당하는 어 번역은 문자  번역이다. 정치 제도 이외의 다른 기 들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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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는 목  언어 문화권의 독자의 이해를 

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추가하기도 한다.

(14) dt. die Semperoper →engl. the Semper Opera House
(15) dt. die Palucca Schule →engl. the Palucca School of Expressive Dance

의 들과 마찬가지로 술 작품명이나 책이름 등의 번역 한 일 된 원칙 

보다는 해당 문화권 독자의 이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Ⅵ. 결  론

본고에서는 한 언어 시스템에서 독특한 상을 지니는 고유명사에 하여 

형태 통사 , 의미 , 번역학  에서 살펴보았다.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는 

서로  계를 지니며 지속 인 상호작용을 한다.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계에 한 통시  고찰은 고유명사의 근원이 일반명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유명사가 일반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  주었다. 따라서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차이는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 사용

이나 굴  혹은 정서법 등과 같은 형태 통사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유명사의 분류와 체계화는 사실 간단하지 않다. 연구 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고유명사 분류 유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과 지명으로

의 분류는 다수가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속하지 않는 고유명사는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룰 수 있다.
고유명사의 의미 문제는 고유명사의 기호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고유명

사가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경우, 고유명사는 형태, 의미, 상간의 계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언어 기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며, 따라서 언어시스템에 속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고유명사의 의미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은 고유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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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사와는 달리 복합 인 개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유명

사의 의미는 최소의 외연  의미와 최 의 내포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

은 설득력이 있다.
고유명사의 번역 문제와 련하여 번역학  이론  근거들이 반 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고유명사가 목표 언어로 어떻게 번역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번역자의 결정에 좌우되게 된다. 일반 으로 고유명사

는 문자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하곤 한다. 그러나 고유명사를 이루고 있

는 구성성분 에서 일반명사의 의미가 투명한 경우는 부분 으로 문자  번

역을 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의 번역이 해당 텍스트에 타당한지는 화용론  

문화  합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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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zu deutschen Eigennamen

Jeong, Su Jeong (Seoul National Univ.)

In dieser Arbeit wurde versucht, eine Klassifikation von deutschen 

Eigennnamen vorzustellen und diese unter morphosyntaktischem und 

semantischem Aspekt zu untersuchen. Außerdem wurde angestrebt, die 

Methoden zu erfassen, wie die Eigennamen von einer Ausgangssprache in 

eine Zielsprache übersetzt werden können. 

Ein Eigenname ist ein Sprachzeichen, das der Unterscheidung des 

Namenträgers von anderen dient, die ihm in gewisser Weise nahe stehen. 

Der Eigenname macht somit den Namenträger zu etwas Einmaligem und 

Individuellem. 

Bei der Klassifizierung sowie bei der Beschreibung der einzelnen 

Klassen von Eigennamen stößt man nicht selten auf Schwierigkeiten, wobei 

ein Problem darin besteht, standhaltbare Kriterien dafür zu erstellen. 

Traditionellerweise wurden Eigennamen in drei Gruppen untergliedert, und 

zwar Antonymen, Toponymen und sonstigen Eigennamen.

Was die Semantik der Eigennamen angeht, so wurden zwei kontroverse 

Ansichten vertreten, je nachdem, ob ein Eigenname eine Bedeutung hat. 

Nach Mill hat ein Eigenname keine Bedeutung. Er sei ein bedeutungsleeres 

Etikett, das keine Eigenschaften des Objekts mitbezeichnet. Dagegen 

vertritt Jesperson den Standpunkt, dass ein Eigenname ein Maximum an 

Bedeutung hat. Nach Hansack steht ein Eigenname nicht für einen 

Gegestand, sondern eine Informationsmenge über einen Gegenstand. Die 

Bedeutung ist bei Hansack nunmehr die Gesamtheit dessen, was über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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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 indiziert wird. 

Die Übersetzung von Eigennamen kann durch die pragmatischen, 

kulturellen und textuellen Faktoren bestimmt. Als Grundprinzip dafür gilt, 

dass man beim Übersetzen der Eigennamen auf textuelle pragmatische 

Adäquatheit in der Zielsprache hin überprüft. Eigennamen können beim 

Übersetzen mithilfe einer Modifizierung sowie einer expliziten Erklärung 

ergänzt werden.

주제어: 고유명사, 인명, 지명, 고유명사의 쓰임새, 고유명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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