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해양지명표준화란 해양지명의 표기, 발음, 지명부여원칙에 있어서 혼란을 제거하고 통일을
기하자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해양지명표준화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교육적, 학술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 위치하는 해양지명을 널리 알림으로써
해양주권의 확립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람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간된 수많은 고문헌과 역사지리서, 해도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또한 유엔지명위원회의 지명표준화 정책, 국제수로기구(IHO)의 수로용어사전
(Hydrographic Dictionary)등 해양용어의 명칭 및 정의와 국제수로기구(IHO)/정부간해양
과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발간한 해저지명표준화 지침, 항해지침서(The American
Practical Navigator)등 국내 외 각종 자료들을 참조하여 가장 적합한 명칭과 용어를 선정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편람은 수로업무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지명위원회(2002. 7. 1 발족)의 발간물로
해양지명의 국내 및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업무지침서로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
지명위원회가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지명을 변경할 때 또는 새로운 해저지형을
발견하여 그 지형에 이름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준과 원칙이 되며, 각 교육현장
에서 교육용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지명위원회는 이 편람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이 잘 정비되고 나아가
우리 바다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지명표준화 작업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2004년 11월
해양지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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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양지명 표준화 지침
제1절 해양지명 표준화 정책 및 원칙
1. 해양지명 표준화 정책
해양지명위원회는 1987년 국제수로기구(IHO)1)의 기술결의 요구에 의하여 해양지명표준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동 기술결의 A4.2 ‘지명의 국제표준화’는 해양지명의 국제표
준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내표준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지명

담당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양관련 지명위원회 설립이 논의
되어 오다가 2001년 수로업무법 제5장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02년 7월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문제점은 국내 해양지명표준화를 위한 기구의 미비로 인해 기존의
관습 또는 종래의 해양지명이 그대로 해도 및 공공문서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 내에서의 표준화된 해양지명 사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해양지명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행정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술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해양관할권 수역내의 해양
지명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우리 수역에 외국이 붙인 지명이 버젓이 사용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 지 조 사

해양수산부 장관

국내

국제기구에

해양지명 고시

해양지명

해양지명

표준화

등록

해양지명위원회
‘해양지명’ 심의
[그림 1-1] 국내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흐름도
1)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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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양지명 표준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써
해양지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과 해양지명에
대한 조사, 연구, 정비 및 그 계획수립 그리고 해양지명에 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해양지명위원회의 활동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
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해양지명표준화 작업이다. 이미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해양지명이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지명표준화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해양지명의 국내표준화작업은 기존의 관습과 구전 등을 통해서 사용되어 오던 일관되지
못한 해양지명을 단일지명으로 통일하는 작업이다. 국내 해양지명의 표준화작업은 오늘날에
제기되고 있는 해양경계지역에 위치한 해양지명의 표준화작업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울릉도분지’, ‘울릉분지’, 또는 ‘쓰시마분지’라 불리는 울릉도 남부의 분지에 대한 지명을
하나로 통일하게 될 것이며, 해양조사를 통하여 새로이 발견된 해저지형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에 적합한 해양지명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해양지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기구에 대한 해양지명 등록 작업이다. 국내적으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은 국내
적인 항행용, 학술용, 또는 교육용 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의 상징적 기초로서 국제적 공인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해양지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해양지명위원회의 기능 중에
수로업무법 제33조 3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조사 연구 및 인정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은 국내 표준화 된 해양지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해양지명에 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해양지명에
대한 전문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양지명위원회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동해 표기 문제나 울릉분지 문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국제공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양지명 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인시킬 수 있는
해양지명 등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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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지명 표준화 원칙
1) 해양지명 표준화의 목적과 대상지역
(1) 해양지명 표준화의 목적
해양지명 표준화는 각 개별국가들이 해도 및 해양간행물에서 통일된 해양지명을 사용
하게 함으로써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해양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측량과 지명부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지리적인 명칭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세한 지도와 해도, 그리고
해양관련 간행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일화된 해양지명의 부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국제수로기구(IHO)에 1967년 채택한 ‘기술결의안 A4.1 및 A4.2’에서는 해양국가의 항해문
서에 나타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적으로
단일화되고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확한 해양지명 부여와 해도 작성은 다양한 국
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권관할 수역에 대해 진정한 국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해양지명 표준화를 통해서 현재 학술 논문이나 교과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해양지명 사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일관된 해양지명의 국내사용을 도모하고, 표준
화된 해양지명이 외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해저
지형측량 기술의 발달로 해저산, 해저 분지 등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규
지명제정의 기준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국내해양지명과 관련하여 이를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해양지명을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해양지명 대상지역
해양지명의 조사대상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영역까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영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므로 당연히 조사대상 수역이
된다.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해양지명의 조사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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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82년 유엔해양법 제56조
이다2). 동 조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1982년 유엔해양법 제35조와 제40조에 근거하여 국제항행 수로에 대한 적용범위와 조사
및 측량 활동의 제한 사항에서 살펴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제항해의 대상이 되는
수로에 대해서 국제항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수로에 대한 조사 및 측량활동은
연안국의 관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명을 조사하여 정확한 해도 작성
및 항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로업무법의 해양지명위원회의 권한 수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 지명위원회의 ‘지명부여지침
(Guidelines for the Consistent Use of Place Names)’에서는 해양지명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지명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제4.8항은 '근해수상지명(Offshore Hydrographic
Features)'이라 하여 해수면에 상시 노출된 지형과 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호주 수로위원회와 함께 지명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내에 있는 해저지형에 대해서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정부간해양과학
위원회(IOC)3)가 정한 해저지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명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해의 해저지형에 대한 해양지명부여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국제규정은 없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는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새로 발견한 해양지형에 대해 지명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해저지명 부여를 완성하여 해양주권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붙여져 있는 외국지명은 우리 스스로 변경하여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지명위원회는 공식적인
심의 의결을 거친 우리 해양지명을 국제기구(UN, IHO/IOC 등)에 등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1982 유엔해양법 협약 제56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3)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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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지명 표준화의 원칙
(1) 이미 지명이 부여된 경우
해양지명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은 지리지명 부여원칙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특히
해양지명 중 해저탐사를 통하여 그 지명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해양지형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지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명부여는 기존에 부여된 지명의 권위를
인정하는 작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지명이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명이 여러 개의 다른 지명으로 불려 지고 있는 경우,
혐오지명인 경우, 부여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지방방언으로 사용되어
표준화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서 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하나의 지형에 여러 개의 지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지역
주민들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선호하는 지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혐오
지명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경우 새로 개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때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부여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문제가 가려질
수 있는 경우이다. 만약 이미 붙여진 지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 지명은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 지방방언이 사용될 경우 대부분 그 지역의 특색을 존중하고 오래
전부터 사용된 지명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을 위해서도 지방방언 지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명이 발음하기 어렵거나 쓰기 어려운 경우 좀더 쉬운 지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인명이 사용된 지명의 경우는 그 인명이 고인의 지명이면서 해양지명에 기여가
있는 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살아있는 자의 것일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양지명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의 이름을 해양지명에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약칭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고 발음이 어렵거나 쓰기가 어려운 지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2) 아직 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아직 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해양지형은 대부분 바다 밑에 있는 해저지형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해저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공식화하는 작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수로도서지에 표기된 해양지명의 경우 대부분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해양지명위원회가 해양지명 부여에 관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한 것도
이제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조시 나타나는 해양지형에 대한 지명 표준화
작업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부여작업은 여전히 힘겨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저지형의 경우 대개 그 지형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 또는 발견자 또는
발견 선박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 인명을 사용할 때에는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 안정적이다. 외국의 경우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을 붙이거나 인접 지리
지명을 속명과 함께 붙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브람스 해산이나 바하 해산 또는 칠레
-페루 해구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인명이나 지명 또는 선박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로마자 언어로 표기했을 때 읽거나 쓰기가 어렵거나 너무
긴 지명을 사용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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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한민국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로업무법 제5장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 4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해저지형(해산, 해저 분지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해양지명을 제정 고시
하고 표준화하며, 국내표준화한 해양지명을 국제기구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해양지명’이라 함은 수로업무법 제2조 13에 의거한다. 단, 해양지명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해양지명’ 외 인공적인 해양 지형에 대해서도 ‘해양지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해양지명위원회는 수로업무법 제33조의 3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변경 기타 해양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③ 해양지명의 편람 정의는 해양지명위원회의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해양지명부여 기준
① 수로업무법 제33조의 4에 따라 해양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어 고시된 해양
지명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된다.
② 해양지명은 각각의 종류 및 정의를 참고하여 크게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분류하고,
그 범위 및 경계의 설정 등은 ‘유엔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존중한다.
③ 해양지명은 각각의 정의를 참고하여 분류하고 해양지명을 부여 한다.
가. 해상지명은 해면 위의 지형에 관한 명칭으로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을
말한다.
나. 해저지명은 해면 아래의 지형에 관한 명칭으로서 초, 퇴, 협곡, 분지, 해산 등을
말한다.

제4조 해양지명의 지리적 범위
① 이 지침이 미치는 해양지명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대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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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지명은 해상의 지리적 형태 이외에 해저의 지리적 형태도 포함한다.
나. 이로 인하여 타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명은 변경하지 않는다.
② 이 지침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공해 상에서 해양지명을 부여할 경우에도 적용
된다.
제5조 일반원칙
① 대한민국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국내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있
어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
② 해양지명 표준화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양지명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양지명표준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이 정한 해양지명표준화 작업 지침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신을 존중한다.
⑤ 지명표준화 작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에서 권고하는
해양지명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존중한다.
⑥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채택된 해양지명은 그 권위가 인정된다. 다만, 중앙지명위원회
(건설교통부)에서 기부여한 해양지명은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6조 해양지명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이 아닌 자도 해양지명위원회에 해양지명을 제안할 수 있다.

제7조 해양지명 제안 절차
① 해양지명 제안자는 이 지침의 부속서 1에 제시된 ‘해양지명 심의 신청서’에 따라 해양
지명을 서면으로 제안해야 한다.
②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양지명 제안의 절차적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요건에 맞게 제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해양지명 조사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수로업무법 제33조의 3에 의거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로업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지명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해양지명 조사 결과는 해양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지명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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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지명의 심의 의결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수로업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심의하고 의결
한다.
② 만약 제안된 해양지명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해양지명위원회의 업무효율을 위하여
그 해양지명은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연속된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되지
않는다.

제10조 해양지명 부여의 절차
① 해양지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양지명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검토
하고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된 명칭을 심의한다. 만약 제안된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 중에서 해양지명위원회의 직권으로 자체 심의하여 채택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해양지명 중 다음의 경우는 해양지명위원회가 적
극적으로 해양지명 변경을 검토한다.
가. 이중지명 :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지역민과 해당 관계기관이 선호하는 이름
으로 단일화한다.
나. 혐오지명 : 지역의 품위를 상하게 하는 지명은 변경할 수 있다.
다. 신규지명의 합의 :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의해서 신규 지명으로 합의가
되어 변경을 요구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라. 부정확한 지명 :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의심이 되는
지명의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마. 인명사용 : 개인이나 단체의 인명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당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그 변경을 요구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
바. 지방방언 : 한글로 표기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방방언이나 다른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지방방언 지명일 경우 변경 가능하다.
바. 약식표기 : 의미는 같으나 본래 사용되던 지명과 달리 약식표기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사. 길거나 발음이 어려운 지명: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는 약식표기를 사용하던지
새로운 지명을 정한다.
② 해양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가능한 한 그 지형의 형태적 특성 및 지리적 연계성을 고려한 지명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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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이나 단체명을 부여할 경우 그 명칭이 해양지명 관련 업무에 기여한 바를
고려한다. 인명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지명부여에 대한 기여가 있지 않은 경우
생존자의 이름을 피하도록 한다.
다. 약자의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제11조 해양지명 표기 방법
① 한글과 로마자를 동시에 표기한다. 다만, 한자가 있는 경우 병기한다.
② 로마자 표기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국제 관례상 필요한 경우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지침을 존중한다.

제12조 해양지명의 고시
해양지명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 여부는 총괄적으로 해양지명위원회가 담당하며, 의결
결과에 대한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제13조 해양지명의 국제협력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고시된 해양지명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등록 및 홍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② 해양지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해양지명이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지명 부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도록
지원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양지명위원회는 문제가 된 지명에 대한
조정 및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해당 지명에 대해서 ‘중요한 변경(material or significant changes)’이 발생할 경우
새로 지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중요한 변경의 판단은 해양지명위원회가 한다.
나. 중요한 변경의 사유는 인문 사회적 상황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해양지명위원회의 지명 부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해양지명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지명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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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지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양지명 표준화 작업의 일부로써 해양지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지명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양지명집 발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양지명집 등의 해양지명 관련 도서지를 발간한다.
② 해양지명위원회는 국토의 지명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개정절차는 수로업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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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해양지명 심의 신청서

구

역

명

중심 또는 정점의 위치

: 위도

직선적 지형인 경우 종단 위치
위도

경도

제안명칭

기재(해양지명의 종류)

에서

부터
위도

경도

경도

방향으로

km

까지

식별 또는 분류상 특징(형태, 면적, 전체적 기복, 최소 수심, 경사도)
관련된 지형
관련 해도

명칭 부여된 해도번호

명칭 부여되지 않은 해도번호

명칭은 없으나 지역을 포함한 해도번호

지명의 선택이유(사람 또는 지명이라면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 기술)

발견사항
날짜

사용기기

발견자 또는 선명

측위

추정위치의 정도(해도의 마일상)

측량관련사항(측선간격, 검측선, 격자측선망 등)
다른 관측 활동의 종류(준설샘풀, 코아, 지자기, 중력, 사진 등)와 보유기관, 보조자료(가능
하면 관측구역을 스케치한 지도, 지형종단면도, 이미 발간된 간행물 등)
제출자
날짜

전화번호
참고사항

소속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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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지명의 정의 및 분류
제1절 해양지명의 정의
1. 지명(땅이름)의 정의
지명이란 말은 <한서(중국 전한의 역사책)>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4) 그 당시에는 나라이름이나 수도 이름 등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땅에
관한 지명은 물론, 바다 밑에까지 이름을 짓게 되었다.
1967년의 제1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의하면, ‘땅이름의 모두를 geographical name’
이 라 고 통 일 하 게 되 었 다 . 즉 지 리 적 실 재 물 (geographic entity) 의 모 두 를 부 르 기
위 한 고 유 이름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연이름을 ‘toponym’ 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 한해서 ‘place name’ 이라고 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toponym,
place name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명(geographical name) 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지명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온 언어유산으로 지명에는 그 나라의 역사, 전설, 문화,
풍속 등이 함축 되어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상과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리학,
언어학 등 여러 학문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해양지명의 정의
일반적으로 ‘땅이름(

)’은 인류가 어느 임의의 장소에 정착하면서 그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을 생활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하여 창출한 사회적 계약물로서의
특수한 언어기호라고 한다면, 바다이름은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나가면서 부여한 언어기호라
할 수 있다.
법적인 정의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로업무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해양지명’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퇴해저

협곡해저

분지

해저산 해저 산맥 해령 및 해구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명은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지명(undersea feature names)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4)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년 간행 지명유래집,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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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지명의 분류
1. 일반지명의 분류
1) 일반적 분류
지명은 일반적으로 크게 행정지명과 자연지명, 해양지명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지명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토를 분할 구획한 경계를 일컫는 지명으로 행정 단위
(시 군 읍 면 동 또는 부락)의 이름으로 약 2만개가 있다. 명칭변경 및 제정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자연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 강 포구 고개
골 곶 나루 산 등의 명칭으로 약 10만개가 있다. 자연지명은 중앙지명위원회(국토지리
정보원)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해양지명의 경우는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협, 해저산, 해저 분지 등에 부여된 이름으로
해양지명위원회(국립해양조사원)가 해양지명의 심의 등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외 공원 고적 광산 가로명 등의 인공지명이 있다.

2) 지형의 땅 생김새와 용도에 따른 분류
지형의 땅 생김새와 용도에 따라 지명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산악 지소명(

)과 같이 땅의 생김새를 기준한 지명인 지형지명과, 둘째, 전답

임야 도로 항명 등 지형이용의 용도를 기준한 지명인 이용지명, 셋째, 취락의 내부 또는
취락을 중심으로 한 일정 구역 내의 산악 지소(

) 또는 전답 항 등 전체를 포괄하는

성질을 가진 후대의 명명인 포괄지명이 있다.

3) 형성요인에 따른 분류
지명의 형성요인에 따라서 자연지명, 문화지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자연지명은
산 평지 반도

등

지세(

)상의

지명이며,

문화지명은

따라 규정된 지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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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지명의 분류
해양지명은 크게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구분한다.

1)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
해상지명은 해면위의 지형에 관련된 지형의 명칭으로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당 된다. 또한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여, 서( ), 암( ) 등의 간출암은
해상지명으로 분류하고,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항상 노출되는 경우에는 육상지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항상 노출되는 여, 서( ), 암( ) 등은 육지의 개념으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측량법 제58조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
에서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5)

2)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
해저지명은

초 퇴 해저

협곡 해저

분지 해저산 해저

산맥 해령

및

해구

등의

해저

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HO-IOC의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서는 해저지형을 52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편람에서는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42개를 분류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다.

해양지명

해상지명

해저지명

5)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해양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권한 사항 질의 답변 자료, 해양개발과-1028(200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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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제1절 해양지명 표준화의 필요성
지명은 장소에 대한 이름으로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이름은 제각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명은 하나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이름이 한 개 이상의 지명을 지니기도
하며 서로 다른 장소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동일한 지명이라도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야기되기도 하며
때때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지명의 혼란에 따른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장소에 대해 자기 언어로 표현한
지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명을 exonym(외국어 지명: 한 지명에 대해 각국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지명의 표준화는 교육, 미디어, 운송, 여행, 환경, 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지명의 표준화란 지명을 통일(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하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지리적 장소, 특색, 지역에 대하여 각각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지명표준화는 크게 국가적(국내) 표준화와 국제표준화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국가적 표준화란 각국이 공식적인 행정, 언어 또는 그 국가의 언어들로 각 국이
국가내의 지명표기를 확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적 표준화란 어느 국가에서
표준화된 지명들이 여타 모든 국가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지명표준화의 필요성은 지난 세기부터 제기되었다. 세계적으로 지명을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1871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지리학,
우주지학, 무역학회의(Congress of Geographic, Cosmographic and Commercial Science) 라
칭하는 국제지리학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 Union, IGU) 의 제1회 회의부터이다. 이 때
이미 지도 및 지리학의 문헌에 고유명사의 통일적 철자를 채용하는 문제가 취급되어, 그
해결법으로서, 로마문자 사용국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의 국내에 존재하는 지형의 지명을
그 나라의 맞춤법으로 표기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지명표기의 국제적 사용은 국내적 통일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음운조직의 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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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음운조직의 문제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토의를 거친 후 ‘발음상의 통일’은 불
가능하다는 결론아래 국제적 통일은 ‘표기’의 통일에 의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6)
그 후에도 여러 국제회의에서 지명의 국제적 통일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지명표준화의
세계적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1891년 제5차 국제지리학대회에서 이루어졌고, 유엔이
창설된 후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1953년 유엔경제사회위원회(ECOSCO;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지명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해
개최된 전문가 모임에서 지명문제가 토의되었다. 이후 ECOSCO의 분과에서는 지명표준화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1959년 4월에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지명위원회(UNGEGN: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의 형성과 지명표준화를 위한 유엔지명표
준화회의 개최의 계기가 되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는 1967년 제네바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국내통일, 용어, 표기
방식, 국제협력의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토의결과 20개의 권고안을 채택하였는데, 중요
한 것으로는 국내통일을 위한 지명기관의 설치, 지명전문가 상설위원회의 설치, 지명적용
범위의 협정, 해양해저지형명의 통일, 로마자화 방식의 채용 등이다. 해양해저지형의 지명에
대해서는 이의 국제적 통일이 항해의 안전이나 해양의 과학적 자료의 교환 촉진에 필요
하며,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양물리학회(IAPSO)7)와 그들
회원국에 의해 이룩된 성과가 주목되어, 차후에는 유엔이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국제통일
방식의 개발에 노력하도록 권고되었다.
유엔지명위원회는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지명표준화를 위하여 국가간의 계속적인 조정을
위한 장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지명위원회는 유엔 가입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2년 마다 개최되며,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와 연계되었다.
각 정부는 5년 마다 개최되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초청되며 이 회의에서 제기된 보고서,
논문들을 바탕으로 지명표준화의 다방면의 문제점들이 토의 및 심의되고 결의안이 채택
됨으로서 표준화된 지명이 확정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2월 이 회의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다.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서로 협력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1929년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를 특별간행물 제23호로 발행해서 해역 명칭의 국제적인 표준화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6) 건설부, 지도와 지명, 1982, p96.
7) 국제해양물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s of the Oceans; IA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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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1. 용어 해설
해양지명표준화에 앞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관한 전문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제1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유엔지명위원회(UNGEGN)가
작성한 ‘지명용어일람표’에 준거한 내용이다.

<표 3-1> 지명용어 일람표
용 어

해 설

geographical name(지명)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개의 지리적
실재물을 호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유 명사

toponym

자연지형의 명칭

place name

사람이 살고 있은 장소의 명칭

feature name

자연지형의 명칭

georgaphic entity

지명을 가지는 어떤 물체 또는 장소를 지칭하는 포괄적 표현

natural feature
(physical feature)

지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실재물

hydrographic feature

수역(水域)의 지형(육상의 수류도 포함)

cultural feature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로, 철도, 교량 같은 인공물

generic term
(속성용어, 속성지명)

지명에 포함된 것으로서 명명된 실재물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현행용법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

specific term
(특정용어, 특정지명)

개개의 실재물을 확정하는 지명요소

dialect(방언)

용어의 지방적인 형태

patois(사투리)

표준어와 다른 형태, 방언보다 폭이 좁다

alternate term(별명)

동일물에 둘 이상 있는 이름중의 하나

writing system(표기방식)

계통적인 표기법

gazetteer(지명집)

지명의 편집물, 통일기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명의 편집물

geographical dictionary
(지명사전)

지명집에 게재된 자료 및 보완자료의 확인과 위치를 명확히
하는 지명의 편집물

glossary(용어해설)

지명중의 속성용어와 그 의미를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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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성지명(generic terms)
1) 표준화 방법
지명표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속성지명의 정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즉 속성지명(generic terms)의 정의를 확정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거나 적용할 때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속성지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자연지명의 지형학적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이 일차적으로 사용되며, 부차적으로 자연지형이 지니는 특징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자연지명의 지형학적 의의를 서술
- 자연지형의 지형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심해 구릉(

丘

,

abyssal hill)은 대양저(ocean floor)에서 수 백 m의 높이와 수 km의 지름을 가진
작고 다소 낮은 언덕형의 지형’ 과 같이 어떤 해저지형의 지형적 의의 또는 특징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 자연지형의 대칭의 의미
- 이 방식은 유사지형간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육상지형의 경우,
고지와 고원, 고지와 저지, 대지와 저지, 산지와 대지, 산지와 분지, 고원과 평원
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지(

)와 대지(臺 )는 지형학적인

의미에서 비교된다. 즉 산지는 조산운동에 의한 융기이며 대지는 조륙운동에 의한
융기를 의미한다. 해상지형의 경우, 해만(gulf)과 만(bay)을 비교하여, ‘gulf보다 작은
것을 bay라고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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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
1) 표준화 방법
해상지명에 포함될 수 있는 지형명칭은 국제수로기구(IHO)가 1994년 발간한 수로용어사전
(Hydrography Dictionary)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의 편수용어, 대백과사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도 참고하였다.
국제수로기구(IHO)는 1984년 국제수로국(IHB)8)의 Circular Letter CL45(1984년 12월
13일)에 의거 설치된 Working Group을 통하여 수로용어사전(Hydrographic Dictionary,
IHB Special Publication No. 32)을 작성하였다. 이를 흔히 ‘IHO Dictionary'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6,000여개 이상의 수로에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사전은
1994년도에 5판이 발간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은 IHO Dictionary에 포함되어 정의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도 Hydrographic Dictionary 제5판에 포함된 해상지명의 정의를 많이 참고하였다. 다음의
표는 Hydrographic Dictionary에 수록된 내용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Hydrographic
Dictionary에는 6,064개의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만(bay)은 414번째로 정의되어 있고,
이 정의에는 일반적인 지형상의 특징을 기술하는 내용, 그리고 bay를 gulf 및 cove와 상대적
으로 비교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bay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bay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고 있다.

<표 3-2> IHO Hydrographic Dictionary의 용어 정의 (예시)
414. bay. Wide INDENTATION in the COASTLINE generally smaller than a GULF and larger than
a COVE.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bay is
a well-marked indentation whose penetration is in a such proportion to the width of its
mouth as to contain land locked waters and contribute more than a mere curvature of the
coast. See also HISTORIC BAY.

8)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
국제수로국은 기구의 사무국으로서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직원 및 사무
직원으로 구성된다. 종래의 국제수로국이란 명칭은 국제기구와 동 사무국에 대하여 활용되었으나, 신협약
발효 이후에는 이 명칭을 기구의 사무국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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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에 발간하였거나 발간 예정으로 있는 지구과학 및 지리의
편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아울러, 해양지명의 용어 표준화를 위해서 1982년 세계적으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상에 나타나는 용어를 참조하였다. 동
협약에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bays)과 같은
해상지명과 간출지(low-tide elevations)와 같은 해양관련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3-3> 교육인적자원부 지구과학 편수 용어
구 분

한 글

영 어

1

간극

gap/interstice

2

대륙 사면

continental slope

3

대륙 주변부

continental margin

4

대륙대

continental rise

5

대륙붕

continental shelf

6

대양

ocean

7

산호초

coral reef

8

심해 평원

abyssal plain

9

자연 제방

natural levee

10

칼데라

caldera

11

평정 해산

guyot

12

해구

trench

13

해령

ocean ridge

14

해산

seamount

15

해식 절벽

sea scarp[cliff]

16

해안 단구

coastal terrace

17

해양

ocean

18

해저 분지

submarine basin

19

해저 협곡

submarine canyon

20

해팽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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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大
大
大

斜

周
棚

大洋
珊瑚

深海平原
然堤

平

海山

海溝
海嶺
海山
海

璧

海岸段丘
海洋

海底 地
海底峽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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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교육인적자원부 지리 편수 용어
구 분

한 글

영 어

한 자
串

1

곶

cape

2

단구

terrace

3

대륙 대지

continental platform

4

대륙붕

continental shelf

5

대륙 빙하

continental glacier

6

대륙 사면

continental slope

7

대양 분지

ocean basin

8

대양저 평원

ocean basin floor

9

모래톱/사주

sand bar

10

뱅크

bank

11

보초

barrier reef

12

산호초

coral reef

13

연안 사주

offshore bar/barrier bar

14

칼데라

caldera

15

해구

ocean trench

16

해령

mid-oceanic ridge

17

해분

ocean basin

18

해산

sea mount

19

해식 (동)굴

sea cave

20

해식애

sea cliff

21

해안 단구

marine terrace/coastal terrace 海岸段丘

22

해안 사구

coastal sand dune

23

해저 협곡

submarine canyon

24

해협

channel/strait

25

협곡

canyon/gorge

26

환초

atoll(reef)

段丘
大
大

地

棚

大

氷河

大

斜

大洋

地

大洋低平原
州

堡

珊瑚
沿岸

州

海溝
海嶺
海

海山
海
海

海岸

(洞)

崖

丘

海底峽
海峽
峽
環

주 :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편수자료 II-1, 인문 사회과학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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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내용
표준화의 주된 내용은 첫째, 용어의 정의이며 둘째, 한글(한자)과 로마자(영문) 표기가
1: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영어로는 용어가 있으나 아직 우리말(한글 또는 한자)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용어를 영어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해상지명의 범위
해저지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IHO-IOC의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 수록되어 있는 속성지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반해, 해상지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명확
한 기준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로업무법에서 ‘해양지명(

)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

해협, 만( ), 포( )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 ), 퇴( ), 해저 협곡, 해저 분지, 해저산, 해저
산맥, 해령(

) 및 해구( 溝)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지명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수로업무법에 나타나는 해양지명의 범위에 예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상지명의
범주에 반영한다. 여기에는 ‘해양(

), 해협(

), 만( ), 포( ) 및 수로(

)’가 포함

된다. 이들 지형은 모두 바다의 수면으로 형성된 지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것도 해상지명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수도( 道)’는 수로와 유사한 지형의 명칭
이기 때문에 해상지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만조시에도 물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여, 서( ), 암( )’ 등은 육지의 개념으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측량법 제58조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
에서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셋째, ‘초( )’는 일반적으로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불룩하게 솟아 있는 바위 또는
산호초로서 항해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초와 암의 개념이 분명
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초를 합하여 암초(

) 라고 부르는데, 구분한

다면 해저에서 암반이 수면상으로 솟은 것을 암( , rock)이라 하고,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를
초( , reef)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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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암과 초를 합하여 암초로 불려지고 있으나, IHO-IOC의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서는 초(reef)를 해저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는 육지가 바다쪽으로 돌출된 지형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곶, 갑, 각, 단, 머리, 두, 말, 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도에
대표적인 연안지형으로서 표시되고 있지만, 육지의 일부 지형으로 ‘해상지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해상지명의 범주를 구분하여 보면, 바다(수면)에 관한 지형, 수로에
관한 지형, 암에 관한 지형, 바다가 육지쪽으로 만입된 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해상지형의 명칭 및 정의에 대한 표준화
해상지형의 명칭 및 정의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표 3-5> 해상지형의 분류 및 범위
구 분

해상지형 명칭

바다에 관한 지형

대양(ocean), 해양/
(sea)
해양/바다(sea)

수로에
관한 지형
수로

해협(strait),
해협(strait), 수도(channel)

암(岩, 巖)에 관한

여 서 암 탄(rock), 암붕(ledge) 등의

지형

간출암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만입된 지형

해만(gulf), 만(bay), 개만(bight),
포(creek) 등

비 고

- 도 섬(island), 노출암(islet),
군도(archipelago)는 제외

- 항(harbor, port)은 제외

- 갑 곶(cape),
돌출된 지형

- 각 단 끝 말(point)

(해상지명이 아님)

- 두 머리(head)
- 반도(peninsular)

※ 참고 : 수로업무법상에는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상지명의 예시로 나타나고 있음(위의 표에서
굵은체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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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다(수면)에 관한 지형
바다의 지명에 관한 명칭은 대양, 해양, 바다, 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해, 바다’는 동일한
것으로서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양은
‘큰(광역) 개념의 바다’로서 크기에서 ‘바다(

)’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지명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양은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해면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데에 사용하며,
흔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3대양 외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ocean은 대양(大 ) 또는 양( )으로 표기하며, sea는 ‘해’ 또는 ‘바다’로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바다로 명명되고 있는 해양지명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 ○○해( )로 불려지고 있다.

<표 3-6> 바다에 관한 지형명칭
한 글(한자)

영 문(로마자)

비 고

대양(大洋)/양(洋)

ocean

대양이 해(바다)보다 큰 개념

해(海)/바다

sea

② 수로에 관한 지형
수로에 관한 지형에서 strait와 sound는 ‘해협(

)’으로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는 ‘수도( 道)’로 표기하도록 한다.
수로를 나타내는 명칭의 우리말은 해협, 수도, 목, 샛바다 등이 있으며, 영문 표기로는
strait, sound,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 등이다.
일반적으로 수로는 양쪽의 해양을 연결하는 바다의 좁은 부분을 의미하는데, 지형의 크기에
따라 영어로도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고,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약간의 어감(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협은 대한해협과 같이 넓은 해역에서도 사용되지만 견내량해협, 사량해협, 창선해협
(이상 남해안) 등과 같이 좁은 해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도로는 가덕수도, 거금수도,
욕지수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협이 수도보다 큰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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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수로에 관한 정의
구 분
strait(해협)

정

의

A PASSAGE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
두 개의 커다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A relatively long ARM OF THE SEA forming a CHANNEL between an
ISLAND and a MAINLAND or connecting two bodies of water, as a SEA

sound(해협)

and the OCEAN, or two parts of the same body but usually wider and
more extensive than a STRAIT.
도서와 본토간의 channel이나 해양이나 대양과 같은 두 개의 바다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 비교적 긴 후미. 일반적으로 strait보다 넓고 더 길다.
A long, narrow, U-shaped or V-shaped shallow depression of the SEA
FLOOR usually occurring on a gently sloping PLAIN or FAN. A
continuously sloping elongated DEPRESSION commonly found in CONES
or ABYSSAL PLAINS and customarily bordered by LEVEES on one or

channel(수도)

both sides.
완만한 해저평원이나 선상지에 나타나는 길고 좁고 얕은 U자형 또는 V자형의
해저침하.
보통 선상지나 심해 평원에서 발견되는 경사면이 연속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침하지역으로서, 통상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해저 제방에 의해 경계가 된다.
A narrow navigable CHANNEL, especially one through REEFS or

passage(수도)

ISLANDS. Sometimes called a PASS, or in New England waters a HOLE.
항해가 가능한 좁은 수로로 초나 섬을 지난다. PASS라고도 불리며, 뉴잉글랜
드 해에서는 HOLE이라고도 불린다.
An artificial WATERCOURSE. A long narrow ARM OF THE SEA

canal(수도)

extending inland between ISLANDS, or between ISLANDS and the
MAINLAND.
인공수로. 도서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본토 간에 뻗어있는 길고 좁은 후미.
A narrow PASSAGE such as a STRAIT or INLET.

gut(수도)

A CHANNEL in otherwise less deep water, generally formed by water in motion.
해협이나 후미와 같은 좁은 수로. channel에 비해 수심이 낮고, 해류에 의해
형성된다.

narrows(수도)

A NAVIGABLE narrow part of a BAY, STRAIT, RIVER. etc.
만, 해협, 하천에서 항해가 가능한 좁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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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수로에 관한 지형명칭
한 글(한자)

영 문(로마자)

해협(海峽)

strait(s), sound

수도(水

)

비 고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

해협이 수도보다 큰 개념

③ 도서 및 암(바위)에 관한 지형
도서(島

)는 도와 서를 합쳐서 통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도(島)는 어떤

이름 밑에 붙어서 ‘섬(island)’을 뜻한다. 섬(도, island)은 주위가 바다나 호소(

)의 물에

둘러싸여 있는 육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섬)는 육상지명에 속한다.
서( )는 도(섬)보다 작은 지형이며, 여나 암(바위,

)보다는 큰 지형이라고 할 수 있

으나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Hydrographic Dictionary에서는 서(islet)를 ‘a
small island(작은 섬)’로 정의 내리고 있어 바위의 개념보다는 섬의 개념에 가깝다.
여에 대한 정의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여와 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서( )의 한자표기를 ‘여’로 오해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여와 서를 구분하는 지형적 특징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지명
(저자 이영택)에서는 여, 서, 초를 ‘흙이 없거나 거의 없으며 해저로부터 솟아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여를 서와 동일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 국어대사전(저자 이희승)에서는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암초)를 ‘여’라고 부른다‘고 하여 ‘여’를 ‘암초’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상당히 대비될 수 있는데, ‘여’를 ‘서’와 같이 본다면 ‘서’를 작은 섬으로
보는 정의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여’를 ‘암초’와 같이 본다면 ‘여’가 ‘서’와 동일하다는 주장
에서 벗어난다.
‘여’로 지칭되는 자연지명이 우리나라 주변 특히 제주도 부근에 상당히 많다. ‘제주시
옛지명’9)에 의하면 ‘걸바다밭10) 중에 바위’를 ‘여’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제주시의 예를
본다면 ‘여’는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라고 보며 이는 국어대사전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암(바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부근의 ‘여’의 예를 보면, 옺아진여, 쟁반여, 동산여, 큰여 등이며, 남해안에는 곡두여,
흑등여 등이 있다.
9) 제주시 및 제주문화원 발간, 1996.
10) 제주에서는 바다밭을 네 가지(갯가, 걸바다, 걸갊, 펄바다)로 구분하며, 걸바다밭은 바닷가에서부터 수심
20-40m 까지 암반이나 돌무더기, 모래로 깔려있는 바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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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는 표준화과정에서 기존의 ‘여’는 그대로 인정하며 향후에는 ‘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여’의 영문 표기는 ‘rock'으로 한다.
이외에 바위를 나타내는 지형 명칭으로 ‘탄( )‘이 있으나, ‘여‘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한다.
탄의 예로는 과부탄, 광포탄, 난도탄 등이 있다.

<표 3-9> 암에 관한 지형명칭
한 글(한자)

영 문(로마자)

서(嶼)

rock

여

rock

탄(灘)

rock

비 고
- 도(섬, island)는 육상지명
- 기존의 여, 탄은 그대로 인정
- 만조시(약최고고조면상) 노출되는 경우에는
육상지명으로 분류한다.

암( , rock)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Hydrographic Dictionary에
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형태로 지각(암석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며 단단하고 딱
딱한 해저의 고체 덩어리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merican
Practical Navigator에서는 ‘고립된 바위형태나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요소가
되며, 항상 수중에 있거나 항상 해상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조수에 따라 간출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항해에 위험하며, 해저로부터 비교적
뾰족하게 솟아 급격한 사면을 이루는 간출 또는 노출되는 바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암의 정의에는 ‘항해에 위험하며, 수중에 노출되기도 하는 바위’ 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은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형명칭이 국제
적으로 사용되는 지형명칭보다 더 많다. 국제적으로 보면 암을 나타내는 지형에는 rock,
dangerous rock, sunken rock, rock awash,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등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암(바위), 분립암, 반조암, 고립암, 수상암, 세암, 암암, 의암, 열암 등으로 불려
진다. 암(바위)에 대한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지형학적인 의미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붙
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형을 통일화하는 관점에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명칭을 로마자(영문)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영문
표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수로기구(IHO)의 수로 사전에서도 이렇게 세분하여 설
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지명에서도 이들 지형은 ‘암’으로 통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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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암에 관한 정의
Any formation of natural origin that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IHO
Dictionary

LITHOSPHERE. The natural occurring material that forms the firm, hard, and
solid masses of the ocean floor.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형태로 지각(암석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며 단단하고
딱딱한 해저의 고체 덩어리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다.

An isolated rocky formation or single large stone, usually one constituting a
danger navigation. It may be always submerged, always uncovered, or
American

alternately covered and uncovered by the tide. A pinnacle is a sharp-pointed

Practical

rock rising from the bottom.

Navigator

고립된 바위형태 또는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요소가 된다. 항상 수중에
있거나 항상 해상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조수에 따라 간출되기도 한다. 첨초는
해저에서 융기한 뾰족한 형태의 바위이다.

④ 바다가 육지쪽으로 만입된 지형
바다가 육지쪽으로 만입된 지형 중에는 만( ), 포( ) 등이 있다.
이들 지형도 형성요인을 분석하면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여 불리어 질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 )’과 ‘포( )’가 현재의 수로업무법상 해양지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것도 해양지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형들이 있다. 그리고 ‘항( )’의
경우 ‘포(

)’의 큰 형태의 지형이지만, ‘항(

)’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간척, 매립 등 토목

공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부분이 ‘행정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지명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곶 등 해양쪽으로 돌출된 연안지형
우리나라에는 곶(串) 등 해양쪽으로 돌출된 연안지형이 많으나 이들은 해상지형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갑(岬), 머리, 두(頭), 각(角), 단(端), 끝,
말 등이 있다. 영어로는 cape, point, head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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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지명의 종류 및 분류
<표 3-11> 해상지명 용어의 종류
구 분

1. 바다

한 글
대양
바다
해협

2. 수로

3. 암

수도
암
암붕
해만

4. 만

만
개만
포

한 자
大洋
海

海峽

水

岩

岩棚

海灣
灣

灣

浦

영 문

비 고

ocean
sea
strait

sound 포함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 포함

rock

바위

ledge
gulf
bay
bight
creek

4) 해상지명의 정의
(1) 바다(수면)에 관한 지형
① 명칭
- 바다를 나타내는 명칭의 우리말은 바다, 해, 대양 등이 있으며, 영문 표기로는
ocean(s), sea 등이다.

② 분류
- 바다를 나타내는 지형은 크게 대양, 바다(해)로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대양(ocean)은 해(sea) 보다 큰 바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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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양(

, ocean)

용 어

정 의

대양

ocean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 해수면상의 광대한 수역. 대개 태평양대서양
인도양의 3대양에만 사용한다.

ocean
IHO
Dictionary

The vast body of water on the surface of the GLOBE, which surrounds the
LAND; the main or great SEA.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 해수면상의 광대한 수역. 중심이 되는 바다 또는
넓은 바다.

ocean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1. The major area of salt water covering the greater part of the earth.
2. One of the major divisions of the expanse of salt water covering the
earth.
1. 지구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거대한 소금성분의 수역.
2.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광대한 소금성분의 주요 수역 중의 하나.
1. 유엔지명회의 : 양(洋) (ocean)
지구상의 해면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데에 사용한다. 흔히 태평양 대서양 인

도양의 3대양 외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北永洋 南永洋은 각각 북극해 남
극해(독립적으로 정해진 해역은 없다)라 부른다. 다만, 해도에서는 북극양 남
극양이라 부른다.

참 고

2.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대양(大洋) (ocean)
넓이가 광대하고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고르고 억세며, 독자적인 해류계(海
流

)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류가 시작하여 흐르는 바다. 넓은 바다.

3. 세계대백과 : 대양(大洋) (ocean)

대륙 사이에 있는 수역의 대부분으로, 독립된 고유의 크기 염분 조석계(潮
汐

예시

사진 등

) 해류계(海流

)를 가진 넓고 깊은 수역.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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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해( , sea)

용 어

정 의

IHO
Dictionary

바다/해(병기)

sea

지표면에서 육지 이외의 부분으로 대규모 염수(

)로 채워진 수역.

일반적으로 육지에 반대되는 말로 대양(ocean)보다는 규모가 작다.

sea
The great body of salt water in general, as opposed to LAND; OCEAN.
육지에 반대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소금 수역이다. 대양과 비교.

sea
American

A body of salt water more or less confined by continuous land or chain of

Practical

islands and forming a distinct region.

Navigator

연속된 육지나 제도가 어느 정도의 경계를 이루고, 별도의 지역을 형성하는 소금
수역.
1. 유엔지명회의 : 해(海) (sea)
양(洋)보다 작은 해역.

2. 해양법률용어사전 : 바다(海) (sea)
지구의 표면 가운데서 물을 둘러싸고 있는 짠물이 있는 드넓은 부분으로,
참 고

주로 대양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3. 백과사전 : 바다(sea)
지표면에서 육지 이외의 부분으로, 대규모 염수(

水)로 채워진 곳.

해양(海洋)이라고도 한다. 지구 표면적의 3/4를 차지하며, 3억 6천 만
과학적으로는 주로 해양이라고 한다.

예시

사진 등

[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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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로(

)에 관한 지형

① 명칭
- 수로를 나타내는 명칭의 우리말은 해협, 수도, 목, 샛바다 등이 있으며, 영문 표기
로는 strait, sound,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 등이다.

② 분류
- 수로를 나타내는 지형은 크게 해협(

), 수로(

- 수로에 관한 지형에서 strait와 sound는 ‘해협(

)로 분류한다.
)’으로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는 ‘수도( 道)’로 표기하도록 한다.

- 40 -

제3장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3. 해협(

, strait)

용 어

정 의

IHO
Dictionary

American

해협

strait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
수로(
두 육지 사이의 좁은 수로(

).

)를 이루며, 수도(Channel)보다는 규모가 크다.

strait
A PASSAGE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strait

Practical

A relatively narrow waterway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

Navigator

두 개의 커다란 바다를 연결하는 비교적 좁은 수로.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협(海峽) (strait, gut, narrow, sound, channel)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주) 지
명의 표기로 쓰이는 것은 아래의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strait 두
육지 사이의 좁은 수로, gut, narrow 좁기를 강조할 경우, channel 큰 해협으로
지명, sound 섬과 육지 사이의 넓고 긴 해협, canal 섬 사이의 해협

2. Britannica : 해협(海峽) (strait)
참 고

수로(水 ), 수도(水 ), 목, 도, 샛바다라고도 함. 육지 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 육지가 바닷속에 잠김으로써 생긴 해협은 수심이 얕고, 단층, 요곡
침강 등에 의해 형성된 해협은 수심이 깊다

3. 세계대백과 : 해협(海峽) (strait)

육지 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 양쪽 2개의 해역 사이를 통하는 수로

(水 )로, 만(灣)과 외해(外海)와 연결되는 좁은 해협에서는 특히 조류(潮流)가
빠르다. 해협은 육지의 침강으로 생긴 얕은 해협이나 단층 곡강 등으로 된
깊은 해협 등이 있다.

예시

사진 등

대한해협, 명량해협, 다르다넬스 해협, 지브롤터 해협, 영국해협.

[그림 3-1] [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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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

용 어

, channel)

수도

channel

항해가 가능한 수심의 수역.
수역.
정 의

일반적으로 해협(strait)보다 규모가 작으며, 때때로 항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준설하기도 한다.
한다.

〈channel〉
IHO
Dictionary

That part of a body of water (sometimes dredged) deep enough for
NAVIGATION through an area otherwise not navigable.
항해가 가능한 수심의 수역으로, 항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준설하기도 한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참 고

〈channel〉
The part of a body of water deep enough for navigation through an area
otherwise not suitable.
항해가 가능한 수심의 수역.

수로에 관한 지형에서 strait와 sound는 ‘해협(
canal, gut, narrow는 ‘수도(

道)’로 표기 한다.

예시

사진 등

[그림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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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바위)에 관한 지형
① 명칭
- 암(바위)을 나타내는 명칭의 우리말은 서, 여, 탄 등이 있으며, 영문 표기로는
rock, dangerous rock, sunken rock, rock awash,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등 이다.

② 분류
- 암을 나타내는 지형은 크게 암(rock), 암붕(ledge)으로 분류한다.
-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고립된 형태의 바위 및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 요소가 되는 바위를 암( , rock)이라고 하며, 우리말의 서,
여, 탄 등도 암(
- 암붕(

, rock)으로 분류한다.

, ledge)은 암석이나 해산의 측면 위에 위치한 사주(

말하며, 다만 만조시에도 물위에 항상 노출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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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 , rock)

용 어

정 의

암

rock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고립된 형태의 바위 및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 요소가 되는 바위.
바위.

rock
Any formation of natural origin that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IHO
Dictionary

LITHOSPHERE. The natural occurring material that forms the firm, hard, and
solid masses of the ocean floor.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형태로 지각(암석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단단하고 딱
딱한 해저의 고체 덩어리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다.

rock
An isolated rocky formation or single large stone, usually one constituting a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danger navigation. It may be always submerged, always uncovered, or
alternately covered and uncovered by the tide. A pinnacle is a sharp-pointed
rock rising from the bottom.
고립된 바위형태나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행에 위험 요소가 된다. 항상 수중에
있거나 항상 해상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조수에 따라 간출되기도 한다. 해첨은
해저에서 융기한 뾰족한 형태의 바위이다.
만조시에도 물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위(岩)는 육지의 개념으로 해양지명위
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측량법 제58조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참 고
※ 해양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권한에 관한 사항 질의 답변
- 유권해석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관련문서 : 해양개발과-1028, 2004. 7. 12

예시

사진 등

[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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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붕(

, ledge)

용 어

정 의

IHO
Dictionary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암붕

ledge

암석이나 해산의 측면 위에 위치한 사주(

) 형태의 돌기.

다만 만조시에도 물 위로 항상 노출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ledge〉
A shelf-like projection, on the side of a ROCK or MOUNTAIN.
암석이나 해산의 측면 위에 위치한 사주(
) 형태의 돌기

〈ledge〉
On the sea floor, a rocky, projection or datum outcrop, commonly linear
and near shore.
통상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직선 형태의 암석, 돌기 또는 기준 노두(露頭)를 말
한다.

참 고

예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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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을 나타내는 지형
① 명칭
- 일반적으로 ‘만’을 나타내는 지형에는 만, 개만, 포 등이 있다.
- 영어로는 gulf, bay, bight, creek, cove, inlet, estuary, embayment 등으로 형태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② 분류
- 만을 나타내는 지형은 크게 해만(gulf), 만(bay), 개만(bight), 포(creek)로 분류한다.
- 바다가 육지쪽으로 만입된 지형 중에서 해만(gulf), 만(bay), 개만(bight), 포
(creek) 등도 모두 해상지명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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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만(

, gulf)

용 어

해만

gulf

비교적 넓은 바다 부분이 육지 쪽으로 깊이 들어와 둘러싸인 대규모 지역.
지역.
정 의

일반적으로 바다 쪽으로는 해협을 통해 외양과 연결되는 수역으로 해(sea)
해(sea)
보다는 작고, 만(bay)보다는 크다.

IHO
Dictionary

American

gulf
A part of the SEA extending into the LAND, usually larger than a BAY.
육지쪽으로 뻗어 나와 있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bay보다 크다.

gulf

Practical

A major indentation of the sea into the land, usually larger than a bay.

Navigator

육지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대한 만입으로, 일반적으로 bay보다 크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만(灣) (gulf)
참 고

육지쪽으로 자루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해면의 총칭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의 만. 영어로는 gulf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bay 보다는 크다.

예시

사진 등

Gulf of Guinea, Gulf of Riga, Gulf of Lion, Gulf of Kutch, Gulf of Tonking,
Gulf of Alaska

[그림 3-2], [그림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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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 , bay)

용 어

만

bay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굽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지형이
해안의 단순한 굴곡을 넘어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게 육지로 둘러싸인
정 의

수역.
수역.
일반적으로 해만(gulf)보다는 작으며,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좁은 경우에는 만으로 보지 않는다.
않는다.

bay
IHO
Dictionary

Wide INDENTATION in the COASTLINE generally smaller than a GULF
and larger than a COVE.
일반적으로 gulf보다는 작고, cove 보다는 넓은 해안선에 위치한 만입.

ba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bay is a well-marked indentation
whose penetration is in such proportion to the width of its mouth as to
contain land-locked waters and constitute more than a mere curvature of
the coast. An indentation shall not, however, be regarded as a bay unless
UN해양법협약

its area is as large as, or larger than, that of the semi-circle whose diameter
is a line drawn across the mouth of that indentation.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bay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A recess in the shore, on an inlet of a sea or lake between two capes or
headlands, that may vary greatly in size but is usually smaller than a gulf
but larger than a cove.
해안의 만입한 지역으로 두 개의 곶이나 갑 사이의 바다나 호수의 후미에 위
치한다. 크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gulf보다 작고 cove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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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만

bay

1. 유엔지명회의 : 만(灣) (bay)

육지로 만입한 수면. 깊이 만입하고 입구가 넓은 大水 을 海灣이라고 하며,
산으로 둘러싸이고 있어 풍랑이 있는
入

를

灣이라고 한다.

되고 있는 수면을 내만, 해안의

2.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만(灣)
(bay, gulf, cove, inlet, estuary, embayment)
bay는 두 개의 곶에 낀 해안선이 안으로 들어간 지형으로, gulf 보다 작지만
참 고

cove보다는 크다. inlet(河口)은 cove와 거의 같은 정도의 크기이며 creek는
하구보다 더욱 작다. estuary는 주로 하구의 만 입부를 지칭한다.

3. 세계대백과 : 만(灣) (bay)

바다가 육지 안에 들어 있으며 외해로 열려 있는 해면.

4. 백과사전 : 만(灣) (bay)

바다가 육지 안에 들어 있으며 외해로 열려 있는 해면. 일반적으로 외양으
로부터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소규모인 것은 물결이 잔잔하여 풍랑
대피항이나 항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다.
예시

사진 등

벵골만, 아덴만, 알래스카만

[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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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만(開 , bight)

용 어

개만

開

bight

해안선의 굴곡부나 만곡부, 하천의 굴곡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 의

빙하에 대해서는, 바람이나 해류에 의해 형성된 빙하 가장자리의 넓고 광대한
만입을 이른다.
이른다.

bight
A bend or curve in the COASTLINE, a bend in a RIVER, etc. In ice
IHO
Dictionary

terminology, an extensive crescent-shaped indentation in the ICE EDGE
formed either by WIND or CURRENT.
해안선의 굴곡부나 만곡부, 하천의 굴곡 등이 있다. 빙하를 설명할 때 사용하
는 용어로는 바람이나 해류에 의해 형성된 빙하의 가장자리의 넓고 광대한 만
입을 말한다.

bight
American

A long and gradual bend or recess in the coastline which forms a large

Practical

open receding bay.

Navigator

해안선이 길고 점점 굴곡이 되거나 후미진 지역으로 만입이 광대하고 움푹 들
어가 있다.

참 고

예시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만(灣) (bight)
해안선이 약간 들어간 원호 모양의 만

Great Australian bight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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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 , creek)

용 어

포

creek

담수나 해수 수역에 있는 비교적 좁은 후미(
후미(
정 의

)로 교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작은 수로나 운하.
운하.
일반적으로는 강의 작은 지류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쓰인다.

creek
IHO
Dictionary

A comparatively narrow INLET, of fresh or salt water, which is tidal
throughout its whole course. A small TRIBUTARY.
담수나 소금수역의 비교적 좁은 후미로 전체 수역의 도처에 조수가 형성되어
있다. 작은 지류.

American

creek

Practical

A stream of less volume than a river but larger than a brook.

Navigator

시내보다 크고, 강보다 작은 규모의 개울

참 고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inlet(하구) 보다 더욱 작은 만을 포(creek)로 정의함.

예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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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
1) 표준화 방법
IHO-IOC의 ‘해저지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s)’에 대한 지침
에는 용어와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국민들의 편의 및 해저지명의 국내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떤 지형의 경우 우리말 보다 영문으로의 명칭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였다.

2) 표준화 내용
표준화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용어의 정의이며 둘째, 한글(한자)과
로마자(영문) 표기가 1: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1) 해저지명의 범위
해저지명의 범위는 해상지명의 범위에 비하여 정립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저지형의 표준화에 대해 국제수로기구(IHO)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IHO-IOC 공동으로 ‘해저지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s)' 에 대한 지
침(Guideline)이 발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발간물(B-6)에는 해저지형의 지형명칭
(Terminology)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외국들도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해저지형의 범위는 이 지침에 나타나 있는 지형명칭을 따르도록
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42개의 속성지명을 분류하여 본 편람에 용어를 정의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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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IHO/IOC Gazetteer에 수록된 해저지명
구분

해저지명

지명등록 수

구분

해저지명

53

28

plateau

지명등록 수

1

abyssal plain

56

2

apron

1

29

promontory

3

bank

371

30

reef

65

4

basin

594

31

ridge

233

5

borderland

3

32

rise

6

caldera

3

33

saddle

1

7

canyon(s)

354

34

seabight(sea valley)

1

8

cap

1

35

sea channel

9

channel

20

36

sea knoll

1
850

2

84

27

10

cone

7

37

seamount

11

continental slope

1

38

seamount chain

9

12

deep(s)

11

39

seamount group

1

13

escarpment

48

40

seamount province

2

14

fan

21

41

seamounts

87

15

fracture zone

141

42

shelf

10

16

gap

12

43

shoal(s)

20

17

ground

1

44

sill

1

18

guyot(s)

91

45

sound

1

19

hill

43

46

spur

20

hole

26

47

tablemount

21

knoll

71

48

terrace

21

22

levee

5

49

trench

41

23

mountains

6

50

trough

111

24

pass

1

51

valley

63

25

passage

10

52

zone

26

peak

3

27

plain

5

※ 주 : abyssal hill, archipelagic apron, continental margin, moat, province는 등록된 지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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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지명의 종류 및 분류
<표 3-13> 해저지명 용어의 종류
구 분

한 글

한 자

영 문

1

기요

guyot, tablemount

2

단열대

3

대륙 경계지

4

대륙대

大

5

대륙붕

大 棚

shelf,

6

대륙붕단

大

棚斷

shelf-edge,

7

대륙 사면

大

斜

slope,

8

대륙 주변부

大

周

continental margin

9

모래톱

shoal

10

모우트

moat

11

실

sill

12

심해 구릉

13

심해 평원

14

안부

15

에이프런

16

중앙 열곡

17

초

18

퇴

19

칼데라

20

해각

海

spur

21

해곡

海

trough,

斷

大

帶

境界地
帶

深海丘

深海平原

fracture zone
borderland
continental rise

continental shelf

shelf break

continental slope

abyssal hill(s)
abyssal plain
saddle
apron,
archipelagic apron

中央

median valley
reef

堆

bank
caldera

oceanic t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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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글

한 자

영 문

22

해구

海溝

trench

23

해령

海嶺

oceanic ridge,

24

해봉

海峰

peak

25

해저 간극

海底

passage, Gap

26

해저 계곡

海底溪

valley,

27

해저곶

海底串

promontory

28

해저 구릉

29

해저 놀

30

해저 단구

31

해저 대지

32

해저 분지

33

해저산/해산

34

해저 산맥

35

해저 선상지

36

해저 수로

37

해저 융기부

38

해저 절벽

39

해저 제방

40

해저혈

海底

hole

41

해저 협곡

海底峽

canyon,

42

해첨

海尖

pinnacle

海底丘

海底 놀

海底段丘
海底 地
海底 地

海底山/海山
海底山

海底扇狀地
海底水
海底

海底 壁
海底堤

비 고

oceanic rise

submarine valley

hill(s)
knoll
submarine terrace
plateau
basin
seamount(s)
seamount chain
fan, cone
seachannel
rise, ridge
escarpment, scarp
levee

submarine 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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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지명의 정의

1. 기요(guyot, tablemount)

용 어

기요

guyot, tablemount

해저로부터 높게 솟아 있고 정상부가 평평한 해저산.
해저산.
정 의

해저산의 한 형태로 평평한 정상부는 이 해저산이 과거 해수면 위로 노출
되었을 당시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깎여 평평해진 것으로 설명된다.
설명된다.
tablemount 혹은 평정해산(

)으로도 불린다.

〈guyot〉(tablemount)
IHO/IOC

A SEAMOUNT having a comparatively smooth flat top. Also called

GEBCO

TABLEMOUNT. See also SEAMOUNT.
정상이 비교적 평탄하고 평평한 해저산. 평정해산이라고도 불린다. 해저산 참조.

American

〈tablemount〉

Practical

A seamount having a comparatively smooth, flat top. Also called GUYOT.

Navigator

정상이 비교적 평탄하고 평평한 해저산. 기요라고도 불린다.

1. 일본 : 평정해산(

) (tablemount)

기요. 비교적 완만하게 평평한 정상부를 가진 해산
2. Britannica : 기요(guyot)
탁상지(
참 고

: tablemount)라고도 함. 수심 200m 아래에 정상이 편평하며

고립되어 나타나는 수중화산. 편평한 정상의 지름은 1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3. 백과사전 : 기요(guyot)
일반적으로 1,000m 보다 더 깊은 심해저(

)에 돌출한 해산(

). 꼭대

기는 해면에서 200m 깊이에 있고, 꼭대기 부분은 평탄하다.

Welker guyot 등 91개 등록.
예시

Ref.: HESS, H.H.(1946), Drowned ancient islands of the Pacific Basin, Am.
Jour. Sci., Vol. 244, pp.772-791

사진 등

[그림 3-6], [그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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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대(

용 어

, fracture zone)

단열대

fracture zone

심해저에서 단층에 의해 형성된 불규칙한 형태의 해저지형이 직선상으로
정 의

광범위하게 연결된 지대.
지대.
급경사나 비대칭 형태의 사면을 지닌 해령, 해곡, 해저 절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이다.
〈fracture zone〉
An extensive linear zone of irregular topography, mountainous of faulted,

IHO/IOC

characterized by steep-sided or asymmetrical RIDGES, clefts, TROUGHS or

GEBCO

ESCARPMENTS.
급경사의 사면 또는 비대칭사면의 해령, 해저균열, 해곡, 해저 절벽의 특성을 갖는 불
규칙한 형태의 해저지형으로서, 많은 단층이 광범위하게 비대칭적으로 연결된 지대.
〈fracture zone〉

American

An extensive linear zone of irregular topography of the sea floor characterized

Practical

by steep-sided or asymmetrical ridges, troughs, or escarpments.

Navigator

급경사의 사면 또는 비대칭사면의 해령, 해곡, 해저 절벽의 특성을 갖는 불규칙한
형태의 해저지형이 직선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지대.
1. 일본 : 단열대(斷

帶) (fracture zone)

급격한 사면 또는 비대칭사면을 가지는 해령, 주상해분(

) 또는 해저

애에 의해 특징적인 형태를 갖게 되며, 불규칙한 형태의 해저지형이 상당히
긴 거리에 거쳐서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대이다.
2. 세계대백과 : 단열대(斷
참 고

주위의 해저(

帶) (fracture zone)

)보다 훨씬 산이 많고 길이가 다른 두 지역을 나누는 매우

길쭉한 지대. 열극대(

隙帶) 파쇄역(

)이라고도 한다. 전체 방향으로

평행한 비대칭형인 해령과 그 기부의 좁은 해구로 이루어진다.
3. 백과사전 : 단열대(斷

帶) (fracture zone)

주위에 있는 해저에 비해 산이 많은 길쭉한 형태의 지대. 이것에 의해 다른
두 지역이 나뉘며, 열극대(

예시

사진 등

隙帶) 파쇄역(

)이라고도 한다.

Murray fracture zone, Aguila fracture zone
Ref.: MENARD, H.W., 1964, op. cit

[그림 3-7], [그림 3-8], [그림 3-20(a)], [그림 3-2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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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륙 경계지(

용 어

境界 , borderland)

대륙 경계지

境界

borderland

일반적으로 대륙붕을 수반하면서 대륙붕보다 훨씬 지형적 기복이 복잡한,
복잡한,
대륙에 인접한 지역.
지역.
정 의

대륙붕의 경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다 쪽에는 보통 대륙 사면이 존재
하며, 지형적 고저에 따라 다수의 작은 분지들로 나뉘고, 때때로 섬처럼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 평면이나 측면이 불규칙하거나 뭉툭한 형태를 띠고 있다.
〈borderland〉
A region adjacent to a continent, normally occupied by or bordering a

IHO/IOC
GEBCO

SHELF and sometimes emerging as islands, that is irregular or blocky in
plan or profile, with depths well in excess of those typical of a SHELF.
대륙에 인접한 지역으로 보통은 대륙붕의 경계를 점하고 있고, 때때로 섬처럼 새
롭게 생기기도 한다. 형태는 평면이나 측면이 불규칙하거나 뭉툭한 모양이고, 통
상의 대륙붕에 비해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
〈continental borderland〉
A region adjacent to a continent, normally occupied by or bordering a

American

shelf, that is highly irregular with depths well in excess of those typical of

Practical

a shelf. See also INSULAR BORDERLAND.

Navigator

대륙에 인접한 지역으로 보통은 대륙붕의 경계를 점하고 있고, 통상의 대륙붕에
비해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INSULAR
BORDERLAND 참조.
1. 일본 : 대륙 경계지(大

境界

) (borderland)

대륙에 인접한 지역으로 보통은 대륙붕을 점하고 있는 대륙붕 인접지역으로 전형
적인 대륙붕에 비해 보다 깊고, 매우 불규칙한 기복을 갖고 있다.
2. 세계대백과 : 대륙 연변지(大

) (continental borderland)

일반적으로 대륙붕을 수반하면서 대륙붕보다 훨씬 지형적 기복이 복잡한 대
참 고

륙에 인접한 지역. 바다 쪽에는 보통 대륙 사면이 존재하며, 지형적 고저에
따라 다수의 작은 해분(

)으로 나뉜다.

3. 백과사전 : 대륙 연변지(大

) (continental borderland)

일반적으로 대륙붕을 수반하면서 대륙붕보다 훨씬 지형적 기복이 복잡한 대
륙에 인접한 지역. 지질구조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복잡한 해저지형을 나
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California borderland
예시

Ref.: SHEPARD, F.P., and EMERY, K.O. 1941. Submarine Topography off the
California Coast: Canyons and Tectonic Interpretations, Geol. Soc. America
Spec. Paper 31 , p.171

사진 등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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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륙대(

, continental rise)

용 어

대륙대

대양의 심부(
정 의

continental rise

)로부터 대륙 사면의 아랫부분을 향해 있는 완만한 사면.

대륙 사면의 하단부는 대양저 평원과 만나면서 경사가 약 0.2° 정도로 완만해
지며,
지며, 대륙대는 대륙 사면을 통해 운반된 육성기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해저
퇴적 지형이다.
지형이다.

〈continental rise〉
IHO/IOC

A gentle slope rising from the oceanic depths towards the foot of a

GEBCO

continental SLOPE.
대양의 심부(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로부터 대륙붕사면의 아랫부분을 향해 있는 완만한 사면

〈continental rise〉
A gentle slope rising from oceanic depths toward the foot of a continental
slope.
대양의

로부터 대륙붕사면의 아랫부분을 향해 있는 완만한 오름 사면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대륙대(大

帶) (continental rise)

해저 협곡이 대양저와 만나는 부분
2. 일본 : 컨티넨탈라이즈(continental rise)
참 고

대양의

로부터 대륙 사면의 아랫부분을 향해 있는 완만한 사면

3. 백과사전 : 콘티넨털라이즈(continental rise)
대륙 사면(大

) 하부로부터 해저까지 완경사(1/40 이하)로 내려가는 사면

지역. 일반적으로 경사는 1/100～1/700, 너비는 백에서 수백 km이다.

예시

사진 등

Ref.: HEEZEN, B.C., THARP, M. and EWING, M.1959. The Floors of the Oceans,
1, The North Atlantic, Geol. Soc. Am. Spec., Paper 65, p.113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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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륙붕(

용 어

, shelf, continental
continental shelf)

대륙붕

shelf, continental
continental shelf

해안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해저면의 큰 기복 없이 넓고 평탄하게 펼쳐진
천해 지형.
지형.
대륙붕의 바다 쪽 경계는 해저면의 경사가 급격히 가파라지기 시작하는 대륙
붕단(shelf edge)이며, 이 붕단을 경계로 하여 외양 쪽으로는 비교적 가파른
경사의 대륙 사면이 이어진다.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선을 이루는
정 의

고정점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고, 2500미터 수심을 연결
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대륙붕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게 직선으로 대륙
붕의 바깥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UN해양법협약의 정의를 참고로 한다.
〈shelf〉(continental shelf)
A zone adjacent to a continent (or around an island) and extending from

IHO/IOC

the low water line to a depth at which there is usually a marked increase

GEBCO

of slope towards oceanic depths.
대륙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깊은 쪽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다. 통상 수심이 깊어질수록 경사가 현저히 증가한다.
〈shelf〉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UN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해양법협약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
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continental shelf〉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A zone adjacent to a continent that extends from the low water line to a
depth at which there is usually a marked increase of slope towards oceanic
depths. See also INSULAR SHELF.
대륙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깊은 쪽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
다. 통상 수심이 깊어질수록 경사가 현저히 증가한다. 도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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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대륙붕

shelf, continental
continental shelf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대륙붕(大

) (continental shelf, shelf)

본래 해양지질학적으로는 수심 200m까지의 평균 경사 0.1° 정도로 완만하게
대륙과 이어져 있는 바다 속의 지역으로서 이 후 급경사를 이루는 대륙 사면
(大

, continental slope)에 이르기 전까지의 지역.

2. 일본 : 육붕(

) (shelf, continental shelf)

대륙에 인접하고 있거나 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로서, 저조선부터 대양의 심부
로 향하여 경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수심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참 고

3. Britannica : 대륙붕(大

) (continental shelf)

대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넓고 비교적 얕은 해저평탄면으로 육지에 이어
지는 평탄한 해저로 전해저의 약 7.6%를 차지한다.
4. 세계대백과 : 대륙붕(大

) (continental shelf)

대륙이나 큰 섬 주변의 깊이 약 200m까지의 경사가 완만한 해저.
육붕이라고도 하며, 섬 주변인 경우에는 도붕(島 )이라 하여 구별한다.
5. 백과사전 :대륙붕 (大

) (continental shelf)

대륙이나 큰 섬 주변의 깊이 약 200m까지의 경사가 완만한 해저.

예시

사진 등

Scotian shelf 등 10개가 등록.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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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륙붕단(

용 어

, shelf-edge, shelf break)

대륙붕단

shelf-edge, shelf break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 끝나고 대륙 사면(continental slope)이 시작
정 의

되는 경계로서 해저면의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곳.
곳.
일반적으로 수심 약 120m～150m에 위치한다.

〈shelf-edge〉(shelf break)
IHO/IOC
GEBCO

The line along which there is marked increase of slope at the seaward
margin of a CONTINENTAL (or island) SHELF. Also called SHELF BREAK.
대륙붕의 해양방면의 경계로 대륙붕단에서의 경사가 매우 크다. SHELF
BREAK라고도 불린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1. 일본 : 대륙붕외연(大
참 고

) (shelf-edge)

대륙붕의 외연의 폭이 협소한 지대를 말하며, 대륙붕외연을 따라서 경사가
현저하게 증가된다.

예시

사진 등

Ref.: MURRAY, SIR JOHN and HJORT, J., 1912, op. cit.

[그림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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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륙 사면(

용 어

, slope, continental slope)

대륙 사면

slope, continental slope

대륙붕의 바다 쪽 경계인 대륙붕단에서 시작하여 대륙대가 시작하는 위치
정 의

까지, 또는 해저의 경사면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치까지의 사면.
세계적인 평균 경사도는 약 4° 이상이다.
〈slope〉(continental slope, island slope)
The deepening sea floor out from the SHELF-EDGE to the upper limit of

IHO/IOC

the CONTINENTAL RISE, or the point where there is a general decrease in

GEBCO

steepness.
대륙붕단에서 대륙대의 상단부까지의 사면 또는 경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위치의 사면.
〈slope〉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On the sea floor, the slope seaward from the shelf edge to the beginning of
a continental or insular rise or the point where there is a general reduction
in slope.
해저의 대륙붕단에서 대륙대의 상단부까지의 바다쪽 사면 또는 경사가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위치의 사면.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대륙 사면(大

) (continental slope)

대륙붕의 가장 바깥쪽 경계점을 지나 대양저(大

, ocean floor)에 이르기

까지의 해저지형. 그 경사가 5° 정도로 증가하며, 수심은 평균 4,000m 정도로
대륙붕에서 대양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수직으로 그 폭이 9,000m 정도임.
2. 일본 : 대륙 사면(大

) (continental slope)

대륙붕의 외연으로부터 continental rise가 시작하는 위치까지의 사면, 또는
경사면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치까지의 사면을 말한다.
참 고

3. 세계대백과 : 대륙 사면(大

) (continental slope)

대륙붕의 바다쪽 경계. 전세계에 나타나는 대륙 사면의 전체 길이는 약 30만
㎞에 달한다. 대륙 사면은 대륙붕의 끝부분인 대륙붕 안에서 시작하여 100m
～3,200m의 수심에 나타나는 해양분지의 입구로 연결되며, 경사는 평균 약
4° 이상이다. 국제법에서는 대륙붕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4. 백과사전 : 대륙 사면(大
대륙붕 끝에서 먼 바다[

) (continental slope)
] 쪽을 향해서 심해저로 내려가는 사면.

지질학적으로는 대륙과 대양의 점이부(

)에 해당하는데,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평탄한 사면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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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대륙 사면

slope, continental slope

예시

Aktivneset continental slope
Ref.: MURRAY, SIR JOHN and HJORT, J., 1912, op. cit.

사진 등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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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륙 주변부(

용 어

, continental margin)
margin)

대륙 주변부

continental margin

대륙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해저의 지형을 가진 곳으로, 해양지각과 대륙
지각의 경계를 이루는 곳.
곳.
정 의

일반적으로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의 일부에서는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형 형태를 가지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매우 좁은 대륙붕, 대륙 사면, 해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대륙 주변부의 형태는 지구조석 운동과 퇴적물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정된다.
〈continental margin〉
The zone, generally consisting of SHELF, SLOPE and CONTINENTAL RISE,

IHO/IOC

separating the continent from the deep sea floor or ABYSSAL PLAIN.

GEBCO

Occasionally a TRENCH may be present in place of a CONTINENTAL RISE.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붕사면과 대륙융퇴부, 해저면이나 심해저평원으로부터 갈
라진 대륙붕에 위치한다. 때때로 해구가 대륙융퇴부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continental margin〉
The continental margin comprises the submerged prolongation of the land
mass of the coastal State, and consists of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UN해양법협약

shelf the slope and the rise. It does not include the deep ocean floor with
its oceanic ridges or the subsoil thereof.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
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
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대륙 연변부(大

) (continental margin)

대양(大 ) 가운데 대륙의 해안과 가까운 부분. 대륙 주변부(大
대양 연변부(大

) 또는

)라고도 한다. 대륙에서 공급된 유기물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참 고

2. 일본 : 대륙 연변부(大

) (continental margin)

대륙을 심해 평원 또는 심해저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으로 통상 대륙붕, 대륙
사면 및 컨티넨탈라이즈로 구성된다.
3. 세계대백과 : 대륙 주변부(大

) (continental margin)

대륙 주변부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서 대륙과 가
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해저의 지형이다.
예시
사진 등

Ref.: MENARD, H.W., 1964, op. cit.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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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래톱(shoal)

용 어

모래톱

shoal

강이나 호소 또는 바다의 주변 바닥보다 수심이 얕은 볼록한 부분.
부분.
정 의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으로 항해에 위험한 지역이며, 암
초나 산호 등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 초(reef)와 구별된다.

shoal
IHO/IOC
GEBCO

An offshore hazard to surface navigation with substantially less clearance
than the surrounding area and composed of unconsolidated material.
경계지역이나 초 형태로 경화되지 않은 물질로 대부분의 경우 위치가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해상항해에 위험하다.

shoal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An offshore hazard to navigation on which there is a depth of 16
fathoms(or 30 meters) or less, but composed of any material except rock or
coral.
근해의 16 길(30m) 정도 되는 수심에 고정된 암초로, 항행에 위험이 된다. 암석
이나 산호를 제외한 물질로 구성된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모래톱(shoal)
참 고

수면하의 볼록한 부분. 진흙,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된 것.

2. 일본 : 뢰(瀨) (shoal)
未固 底

예시

사진 등

로부터 생성되며, 해상항행에 위험한 충합(沖合)이 있는 얕은 곳.

Georges shoal.

[그림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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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우트(moat)

용 어

정 의

모우트

moat

해저산, 섬, 기타 해저의 고립된 융기부 주변 바닥에 위치한 고리 모양의
비연속적인 함몰 지형.
지형.

〈moat〉
IHO/IOC
GEBCO

An annular depression that may not be continuous, located at the base of
many SEAMOUNTS, oceanic islands and other isolated elevations.
다수의 해산, 도서 및 기타 외딴 고지의 기슭에 위치하며 벌려진 입모양의 비
연속적 함몰지역이다.

〈moat〉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An annular depression that may not be continuous, located at the base of
many sea mounts, islands, and other isolated elevations of the sea floor,
analogous of the moat around a castle.
다수의 해산, 도서 및 기타 해저면의 고립된 고지의 기슭에 위치하며, 성곽을
둘러싼 해자(

)처럼 비연속적인 고리모양의 함몰지역.

1. 일본 : 주변요지(
참 고

) (moat)

다수의 해산, 섬, 기타 고립된 고지의 기슭에 위치해 있다. 고리모양의 움푹
함몰된 형태이나, 연속하지 않은 것도 있다.

Hawaiian moat.
예시

Ref.: VENING MEINESZ, F.A., 1948. Gravity Expeditions at Sea, V.4,
Netherlands Geod. Comm., Delft.

사진 등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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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sill)

용 어

실

sill

하나의 해양분지를 다른 해양분지나 주변 해역과 분리시켜 부분적으로 고립
정 의

시키는 비교적 얕은 수심의 해저 융기부나 해저 산맥.
산맥.
피오르의 입구에 위치하여 피오르의 심층수를 외해의 심층수와 갈라놓는
얕은 수심의 볼록하게 솟아오른 퇴적물 집적체도 실이라 부른다.
부른다.

sill
IHO/IOC

A sea floor barrier of relatively shallow depth restricting water movement

GEBCO

between BASINS.
상대적으로 좁고 깊은 해저면의 장애물로 해저 분지간의 해수의 유동을 방해한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참 고

sill
On the sea floor, the low part of a gap or saddle separating basins. See
also DOCK SILL.
해저상의 해분을 분단하는 해저 협곡이나 안부의 저부. DOCK SILL 참조.

1. 일본 : 실(sill)
해분을 분단하는 비교적 낮은 해령

Davis sill
예시

Ref.: SVERDRUP, H.U., JOHNSON, M.W. and FLEMING, R.H., 1946. The
Oceans, Prenticehall, New York, p.1087

사진 등

[그림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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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해 구릉(

용 어

丘 , abyssal hill(s))

심해 구릉

丘

abyssal hill(s)

대양저에 있는 다소 작고 낮은 언덕형의 지형.
지형.
높이는 수백 미터이고 지름은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심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저 구릉(hill)’과 구별된다. ‘심해’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나타내는
정 의

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는 의견은 없다. Hydrographic Dictionary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3,700m(2,000 Fathoms)보다 더 깊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American Practical Navigator에 의하면 300 Fathoms보다
깊은 바다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보인다.

IHO/IOC
GEBCO

〈abyssal hills〉
A tract of small elevations on the deep seafloor.
심해저에서 약간 높이가 있는 지대.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1. 일본 : 심해구지역(深海丘地域) (abyssal hills)
심해저에 많이 있으며 높이가 낮은 지역.

참 고

2. 세계대백과 : 심해 구릉(深海丘

) (abyssal hills)

수심 3,000m 6,000m의 심해저에 수 m

수백 m 높이로 솟아 있는 소규모의

지형학적 해저 구릉, 전형적인 심해 구릉의 직경은 수 m

수백 m이다.

Ref: Menard, H.W.1964, Marine Geology of the Pacific, McGraw-Hill, New
예시

York, p.271.
현재 IHO(UN)에 등록된 3,268개의 해저지형 중 abyssal hill로 등록된 지형은
없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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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해 평원(

용 어

, abyssal plain)

심해 평원

abyssal plain

심해에 위치하고 있는 넓고 평평한 지역으로 경사가 없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정 의

있는 지역.
지역.
흔히 대륙대(continental rise)의 기저부에서 이어져 발달하며, 저탁류와 원양성
퇴적에 의해 기존의 지형적 기복이 덮여 평탄한 표면을 가지게 된 지형이다.
지형이다.

IHO/IOC
GEBCO

abyssal plain
An extensive, flat, gently sloping or nearly level region at abyssal depths.
심해에 위치하고 있는 넓고 평평한 지역으로, 경사가 없어 거의 수평한 지역.
plain

American

On the sea floor, a flat, gently sloping or nearly level region. Sometimes

Practical

called ABYSSAL PLAIN in very deep water.

Navigator

해저면에 위치한 평평하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거의 수평한 지역. 수심이 깊은
지역을 심해저평원이라고 부른다.

1. 일본 : 심해 평원(深海平原) (abyssal plain)
심해상의 광대하고 평탄한 지역으로 완만하고 경사가 거의 수평한 지역

2. Britannica : 심해 평원(深海平原) (abyssal plain)
수심이 3,000m

6,000m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대륙에 인접해 있는 평탄한

심해저 지형, 이 해저표면은 수평거리 1 당 깊이변화가 10

100 에 불과

하다. 심해 평원의 외형은 불규칙하나 대체로 대륙 주변부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3. 세계대백과 : 심해저평원(深海底平原) (abyssal plain)
참 고

일반적으로 수심이 2000m~6000m에 이르는 깊은 바다를 심해라 하고, 그 밑
바닥에 펼쳐진 넓은 평원 모양의 지형을 심해저평원 또는 심해 평원이라고
한다. 심해저평원의 표면은 대체로 고르지 못하나, 1

당 깊이 변화가 10

~100 에 불과하며, 대륙 주변을 따라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4. 백과사전 : 심해저평원(深海底平原) (abyssal plain)
깊은 바다 밑바닥에 넓게 펼쳐진 평탄한 지형.

대서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규모도 가장 크다. 다음이 인도양이고,
태평양은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연해의 작은 평원이나 좁고 긴 해구(海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Biscay abyssal plain, Herodotus abyssal plain
예시

Ref.: HEEZEN, B.C. and LAUGHTON, A.S., 1963, "Abyssal Plains", in M.N.Hill
(ed.), The Sea, Vol.3, pp.312-364, John Wiley, New York.

사진 등

[그림 3-9], [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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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부(

, saddle)

용 어

정 의

안부

saddle

해저 융기부나 인접한 해저산 사이에 위치한 말안장 모양의 넓은 지형.
지형.
해저 융기나 인접한 고지(高 )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saddle〉
IHO/IOC
GEBCO

A broad pass or col, resembling in shape a riding saddle, in a RIDGE or
between contiguous elevations.
말안장 모양의 넓은 지형으로 해령이나 인접한 고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저지
형이다.

〈saddle〉
American

A low part of the sea floor resembling in shape a saddle, in a ridge or

Practical

between contiguous seamounts.

Navigator

말안장 모양의 해저 저부에 위치한 지형으로 해령이나 인접한 고지 사이에 위
치해 있다.

1. 일본 : 안부(

) (saddle)

해령 사이에 있거나 인접해서 만나는 해산 사이에 있다. 형태가 승마용 안
참 고

장과 비슷하고, 폭이 넓은 통로 형태이다.
2. 세계대백과 : 안부(

) (saddle)

해산의 능선이 낮아져서 말안장 모양으로 된 곳.
곡두침식(谷頭

예시

Rosalind saddle

사진 등

[그림 3-5] 참조

)이 양쪽에서 일어나, 능선이 낮아진 데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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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이프런(apron, archipelagic apron)

용 어

apron, archipelagic

에이프런

apron

경사면의 기슭에 위치한, 완만한 경사의 퇴적 지형.
정 의

군도나 해산군 주변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에이프런사면(archipelagic
에이프런사면(archipelagic apron)
이라고 부른다.
부른다.

〈apron〉
IHO/IOC
GEBCO

A gently dipping surface, underlain primarily by sediment, at the base of
any steeper SLOPE.
급한 경사의 기슭(기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되고

완만

한 경사를 이루는 사면이다.

〈apron〉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On the sea floor a gentle slope, with a generally smooth surface,
particularly as found around groups of islands or sea mounts. Sometimes
called ARCHIPELAGIC ARPON.
해저면의 완만한 사면으로 특히 제도나 해산 주변에서 발견된다. 때때로
ARCHIPELAGIC ARPON이라고도 불린다.

1. 일본 : 에이프런(apron)
급한 경사의 기부에서 볼 수 있고, 주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으로
기복이 완만해지는 사면.
참 고

2. 세계대백과 : 에이프런사면(archipelagic apron)
해양의 해산(

)이나 섬 주위의 해저가 선상지처럼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

태평양의 중앙이나 남쪽에 많으며, 심해저의 해산이나 섬의 주위가 20km～
500km에 이르도록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예시

사진 등

West Aves Apron.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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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 열곡(

용 어

정 의

IHO/IOC
GEBCO

American

谷, median valley)

중앙 열곡

谷

대양저 산맥 중앙부에 위치한 축 모양의 함몰 지형.
지형.

median valley
The axial depression of the MID-OCEANIC RIDGE system.
대양중앙해령의 함몰 축

median valley

Practical

The axial depression of the midoceanic ridge system.

Navigator

대양중앙해령의 함몰 축

참 고

예시

사진 등

median valley

1. 일본 : 중축곡(中
중앙해령계의

) (median valley)
에 위치해 있고, 움푹 함몰되어 있다.

Ref.: WISEMAN, J.D.H. and SEWELL R.B.S., 1937. The Floor of the Arabian
Sea. The Geological Magazine, V.74 , pp.219-230.

[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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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 , reef)

용 어

초

reef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항행에 장애가
정 의

될 수 있는 해저지형.
해저지형.
단단한 암초, 산호 등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항해할 때 위험한 부분이다.
진흙, 모래 등 단단하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는 모래톱(shoal)과 구별된다.
〈reef〉

IHO/IOC
GEBCO

A mass of rock or other indurated material lying at or near the sea surface
that may constitute a hazard to surface navigation.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있는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항행에 장애
가 될 수 있는 해저지형.
〈reef〉
1. An offshore consolidated rock hazard to navigation with a depth of 16
fathoms(or 30 meters) or less over it. See also SHOAL.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2. Sometimes used as a term for a low rocky or coral area some of which
is above water. See BARRIER REEF, CORAL REEF, FRINGING REEF.
1. 근해의 16길(30m) 정도 되는 수심에 고정된 암초로, 항행에 위험이 된다.
SHOAL 참조.
2. 해상의 암초나 산호지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초(

), 산호초,

FRINGING REEF 참조.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암초(

) (reef)

항해에 위험을 끼치는 해안의 굳은 암반.
2. 일본 : 초(

) (reef)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있는 바위로 해상항행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암석.
참 고

3. 세계대백과 : 암초(

) (reef)

해면 아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 있으며, 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해저의 융기.
4. 백과사전 : 암초(

) (reef)

해면 아래 깊지 않은 곳에 있으며, 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해저의 융기.
수면상에 나올까 말까 하게 노출되는 것, 썰물 때만 노출되는 것, 해면 밑 수
m에 있는 것 등이 있다.
Great barrier reef
예시

Ref.: DARWIN, C., 1842. 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Coral Reefs,
Smith, Elder andCo., London, p.214

사진 등

[그림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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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퇴( , bank)

용 어

퇴

bank

비교적 수심이 얕고(흔히 200m 이하) 평탄한 정상부를 갖는 해저 융기부.
흔히 대륙붕이나 섬 부근에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모래톱(shoal)이나 초(reef)에
정 의

비해 약간 더 깊은 해저지형이기 때문에 안전 항해가 가능하다. 해안 주변에
발달하는 사퇴(sand ridge)와는 구별되며 항해에 지장을 주는 천퇴(sand
bar)와도 구별된다.

〈bank〉
IHO/IOC

An elevation of the sea floor, over which the depth of water is relatively

GEBCO

shallow, but sufficient for safe surface navigation.
비교적 수심이 얕은 해저의 융기나 선박의 항행에는 위험이 없는 해저의 융기

〈bank〉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An elevation of the sea floor typically located on a shelf, over which the
depth of water is relatively shallow. Reefs or shoals, dangerous to surface
navigation, may rise above the general depths of a bank.
대체로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얕은 수심에 위치한 해저융기. 초나 모래톱
이 일반적인 퇴의 높이 이상으로 융기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위험할 수도 있다.

1. 일본 : 퇴(

) (bank)

비교적 얕지만 통상적으로 해상의 안전항행에는 충분한 수심을 갖는 해저융기이다.
2. 세계대백과 : 뱅크(bank)
참 고

대륙붕의 얕은 부분에 있는 작은 융기부로 주(
간 더 깊은 해저지형. 퇴(

) 천퇴(

)나 초(

) 등에 비해서 약

)라고도 한다.

3. 백과사전 : 뱅크(bank)
대륙붕의 얕은 부분에 있는 작은 융기부로 주(

)나 초(

) 등에 비해서 약간

더 깊은 해저지형이다.

Georges bank
예시

Ref.: "... that but this blow Might be the be-all and end-all here, But here,
upon this bank and shoal of time. We'd jump the life to come."
Shakespeare, W., 1608, Macbeth, I, v ii.

사진 등

[그림 3-17], [그림 3-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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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칼데라(caldera)

용 어

정 의

IHO/IOC
GEBCO

칼데라

caldera

화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화구( 口)모양의 웅덩이 또는 해저지형
에서 해저산의 정상 부분이 붕괴되어 함몰된 지형.
지형.

〈caldera〉
A collapsed or partially-collapsed SEAMOUNT, commonly of annular shape.
해저산의 정상부분이 붕괴되거나 일부가 붕괴된 형태.

American

〈caldera〉

Practical

A volcanic crater.

Navigator

화산 분화구

1. Britannica : 칼데라(caldera)
지름이 수백 m에서 수 km에 달하고 안쪽이 가파른 비탈로 둘러싸인 오목
한 그릇 모양의 큰 화산 함몰대.
2. 세계대백과 : 칼데라(caldera)
화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화구( 口) 모양의 와지(
참 고

).

3. 백과사전 : 칼데라(caldera)
화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화구( 口)모양의 와지(

).

세계 각지의 화산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 화구가 보통 지름 1km 이내인 데
대하여 칼데라는 지름이 3km 이상인 화구 모양의 와지이다. 원형을 이루며
주위에 급한 언덕을 형성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는 와상화구(
수 있다.

예시

사진 등

Albacora caldera(off Portugal)

[그림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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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각( 脚, spur)

용 어

해각

脚

spur

육지의 산맥이 해안으로부터 대륙붕 위나 너머까지 연장되어 뻗어나간 해저
정 의

산맥 또는 해저 융기부.
융기부.
해저의 거대한 지형 또는 고지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간 부차적 산맥도 해각
이라 부른다.
부른다.

spur
IHO/IOC
GEBCO

A subordinate elevation or RIDGE protruding from a larger feature, such as
PLATEAU or island foundation.
해저 대지나 도서의 기부와 같은 거대한 지형에서 뻗어나간 부수적인 고지나
해저 융기부.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spur
A terrestrial or bathymetric feature consisting of a subordinate elevation,
ridge, or rise projecting outward from a larger feature.
거대한 지형에서 외측으로 뻗어나간 부수적인 고지나 해저 융기부를 이루는 지형

1. 일본 : 해각(海
참 고

) (spur)

규모가 큰 지형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길게 뻗어있는 부수적인 고지의 지
형. 해령 또는 해팽을 말한다.

예시

Amphitheatre spur

사진 등

[그림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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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곡( 谷, trough, oceanic trough)

용 어

해곡

谷

trough, oceanic trough

해저에 긴 함몰이 있는 지역으로 평평한 바닥과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며
정 의

해구에 비해 수심이 얕고 길이가 짧으며 너비가 좁고, 지형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닌 해저의 선형 함몰대.
함몰대.

〈trough〉
IHO/IOC
GEBCO

A long depression of the sea floor characteristically flat bottomed and sleep
sided and normally shallower than a TRENCH.
해저에 긴 함몰이 있는 지역으로 평평한 바닥과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며 해구
보다 보통 더 얕다.

〈trough〉
American

A long depression of the sea floor, characteristically flat bottomed and steep

Practical

sided, and normally shallower than a trench.

Navigator

해저에 긴 함몰이 있는 지역으로 평평한 바닥과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며 해구
보다 보통 더 얕다.

1. 일본 : 주상해분(

) (trough)

해저의 길고 가는 형태의 함몰지역으로 평탄한 해저와 급격한 사면을 특징
참 고

으로 한다. 통상 해구보다 얕다.
2. Britannica : 해저곡(

谷) (oceanic trough)

해구에 비해 수심이 얕고 길이가 짧으며 너비가 좁고, 지형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닌 해저의 선형 함몰대.

예시

사진 등

Brouwer, Rockalll trench, Langseth trough.

[그림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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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구(

용 어

溝, trench)

해구

溝

trench

심해저에 좁고 길게 발달한 깊은 수심의 함몰이 있는 지역.
지역.
정 의

흔히 대륙 사면 바다 쪽에 대륙의 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주변 해저보다
수심이 매우 깊고 비교적 가파른 경사면을 이룬다. 함몰이 비대칭적인 것이
특징이며 해곡보다 더 깊다.
깊다.
〈trench〉

IHO/IOC
GEBCO

A long narrow, characteristically very deep and asymmetrical depression of
the sea floor, with relatively steep sides.
길고 협소한 형태로 수심이 매우 깊고, 해저에 비대칭적인 함몰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가파른 경사면이다.
〈trench〉

American

A long, narrow, characteristically very deep and asymmetrical depression of

Practical

the sea floor, with relatively steep sides. See also TROUGH.

Navigator

길고 협소한 형태로 수심이 매우 깊고, 해저에 비대칭적인 함몰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가파른 경사면이다. TROUGH 참조.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구(

溝) (trench)

대륙의 가장자리에 평행하면서 경사가 급하고 비교적 좁고 기다란 심해저의
움푹 꺼진 해저지형. 해구는 경사가 가파르며 비대칭의 V자 단면을 나타내
고 급사면은 육지 쪽에, 완사면은 해양 쪽에 있다.
2. 일본 : 해구(

溝) (trench)

가늘고 길며 특히 상당히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비대칭단면을 나타내는 해
참 고

저의 함몰지역으로 비교적 급격한 경사를 갖는다.
3. Britannica : 해구( 溝) (oceanic trench)
약 7,300m～11,000m의 해저에서 나타나는 좁고 길며 가파른 저지. 가장 깊은
함몰지는 북태평양 서부의 마리아나 제도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이다.
일반적으로 해구는 호상열도나 해안산맥과 인접한 해저에 이들과 평행하게
놓여 있다.
4. 백과사전 : 해구(

溝) (trench)

심해저에서 움푹 들어간 좁고 긴 곳으로, 급사면에 둘러싸인 해저지형.
Borchgrevink trench, Marianas trench, Tonga trench
예시

Ref.: FISHER, R.L. and REVELLE, R., 1955."Trenches of the Pacific", Sci.
Amer., Vol. 193, pp.36-41

사진 등

[그림 3-7], [그림 3-9], [그림 3-20(a)], [그림 3-2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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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령(

, oceanic ridge, oceanic rise)

용 어

해령

oceanic ridge, oceanic rise

세계 해양의 해저에 연속해서 뻗어 있고, 넓게 좌우 대칭형으로 솟아 있는
정 의

해저 산맥.
산맥.
중앙해령(mid-ocean ridge)처럼 꼭 대양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지는 않으며,
대양저 산맥이라고도 한다.
한다.

〈ridge/ rise〉
IHO/IOC

The linked major mid-oceanic mountain systems of global extent. Also

GEBCO

called MID-OCEAN RIDGE.
지구적 규모의 커다란 대양의 산맥. 대양중앙해령이라고도 불린다.

American

〈ridge〉

Practical

On the sea floor, a long, narrow elevation with steep sides.

Navigator

급경사면이 있는 길고 협소한 고지

1. Britannica : 해령(

) (oceanic ridge)

전세계의 해양 도처에 약 8만 ㎞의 길이로 뻗어 있는 연속된 해저 산맥으로,
해령은 해양을 특징적인 몇몇 해분으로 나뉜다.
참 고

2. 백과사전 : 해령(

) (oceanic ridge)

대양의 거의 중앙에 뻗어 있는 대해령. 대양중앙해령이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총연장 7,000km에 이른다.

예시

사진 등

East Pacific rise, Mid-Atlantic ridge.

[그림 3-7], [그림 3-9], [그림 3-20(a)], [그림 3-2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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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봉(

, peak)

용 어

정 의

해봉

peak

해저산의 한 형태로 해저면의 지형이 매우 높은 고지(高 )로 정상이 뾰족
하거나 면적이 매우 협소한 지형.
지형.

peak
IHO/IOC

A prominent elevation either pointed or of a very limited extent across the

GEBCO

summit.
매우 높은 고지로 정상이 뾰족하거나 정상의 면적이 매우 협소한 지형

peak
American

One the sea floor, a prominent elevation, part of a larger feature, either

Practical

pointed or of very limited extent across the summit.

Navigator

광대한 해저면 지형의 일부로 매우 높은 고지이며, 정상이 뾰족하거나 정상의
면적이 매우 협소한 지형

참 고

예시

1. 일본 : 해봉(海峰) (peak)
끝이 뾰족한 정상의 면적이 매우 제한된 모습이고, 현저하게 높은 고지이다.

Confederation peak.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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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저 간극(

용 어

정 의

IHO/IOC
GEBCO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間隙, passage, gap)

해저 간극

間隙

passage, gap

해저 융기부의 일부분이 갈라져서 생긴 틈.
틈.
갭(gap)이라고도 한다.

passage
A narrow break in a RIDGE or a RISE. Also called GAP.
해저 융기부가 갈라져서 생긴 좁은 틈. GAP이라고도 불린다.

passage
A navigable channel, especially one through reefs or islands. Also called
PASS.
항행 가능한 해협으로 특히 초나 섬을 가로지른다. PASS라고도 불린다.

참 고

예시

사진 등

Theta gap
Ref.: HEEZEN, B.C., THARP, M., and EWING, M.1959, op. cit.

[그림 3-5], [그림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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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저 계곡(

용 어

溪谷, valley, submarine valley)

해저 계곡

溪谷

valley, submarine valley

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에 있는 해저의 골짜기로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정 의

넓고 얕게 파인 계곡.
계곡.
완만하게 경사가 지고 비교적 넓고 낮게 패어 있다. 좁고 깊게 패어 있는
해저 협곡(canyon)과 구별된다.
〈valley〉
A relatively shallow, wide depression, the bottom of which usually has a
continuous gradient. This term is generally not used for features that have

IHO/IOC

CANYON-like characteristic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extent. Also called

GEBCO

SUBMARINE VALLEY or SEA VALLEY.
비교적 낮고 넓은 함몰지역으로, 바닥은 연속적인 경사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지점이 해저 협곡과 같은 성격을 갖는
지형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저 계곡이라고 불린다.
〈valley〉
On the sea floor, a relatively shallow, wide depression, the bottom of which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usually has a continuos gradient. This term is generally not used for
features that have canyon-like characteristic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extent.
해저상의 비교적 낮고 넓은 함몰지역으로, 바닥은 연속적인 경사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지점이 해저 협곡과 같은 성격을 갖는
지형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곡(

谷) (submarine valley)

해저에 있는 계곡을 말하나 바다 밑에 비교적 얕고 완만하게 골짜기처럼 움푹
들어간 곳으로, 육지의 골짜기가 바다 밑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참 고

2. 일본 : 해곡(

谷) (valley)

비교적 얕고 폭이 넓은 함몰지역으로 바닥은 보통 완만한 경사를 나타낸다. 이 용
어는 협곡과 같은 특징을 갖는 지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세계대백과 : 해저 계곡(
대륙붕(大

溪谷) (submarine valley)

)이나 대륙 사면에 있는 해저의 골짜기. 해곡 해저곡이라고도 한다.

Cap ferret, Natal valley.
예시

Ref.: SHEPARD, F.P. and DILL, R.F., 1966. Submarine Canyons and other
Sea Valleys, Rand McNally, Chicago, p.381

사진 등

[그림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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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저곶(

용 어

정 의

串, promontory)

해저곶

串

promontory

심해저까지 뻗어 있는 대륙 사면으로서 해각(spur)처럼 돌출된 지형.

promontory
IHO/IOC
GEBCO

A major SPUR-like protrusion of the continental SLOPE extending to the
deep seafloor. Characteristically, the crest deepens seaward.
심해저까지 뻗어있는 대륙 사면으로서 해각(spur)처럼 돌출된 지형. 마루가 해양
쪽으로 깊은 것이 특징이다.

promontory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High land extending into a large body of water beyond the line of the
coast. Called HEADLAND when the promontory is comparatively high and
has a steep face. Also called FORELAND.
해안선 이원의 넓은 해역까지 뻗어있는 높은 육지. 해갑이 비교적 높고 급경사
면을 가지고 있을 때는 HEADLAND라고도 부른다. 또한 FORELAND라고도 불린다.

참 고

예시

Estremadura promontory(off Portugal)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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丘 , hill(s))

28. 해저 구릉(

용 어

정 의

해저 구릉

丘

hill(s)

해저면이 해저산보다 작고 고립된 고지대로 일반적으로 높이가 500미터 이하인
작은 지형.
지형.

hill(s)
IHO/IOC

An isolated(or group of) elevation(s), smaller than a SEAMOUNT. See also

GEBCO

ABYSSAL HILLS and KNOLL.

American

해저산보다 작고 고립된 고지대. 심해 구릉과 해구(海丘) 참조.

hill(s)

Practical

On the sea floor, an elevation rising generally less than 500meters.

Navigator

해저면상의 보통 500m 이하의 고지

참 고

예시

1. 일본 : 해구(海丘) (hill(s))
독립하고 있는 낮은 고지대.

Buzen hill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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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knoll)

29. 해저 놀(

용 어

정 의

해저 놀

놀

knoll

측면이 둥글고 해저산보다 작은 해저의 고지(
고지(高 ).
해저에 따로 떨어져 있거나 무리 형태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이다.

knoll
IHO/IOC
GEBCO

An elevation somewhat smaller than a SEAMOUNT and of rounded profile,
characteristically isolated or as a cluster on the sea floor. See also HILL(S).
측면이 둥글고 해저산보다 작은 고지로서 해저에 따로 떨어져 있거나 무리형
태로 있는 지형. 해저 구릉 참조.

knoll
American

On the sea floor, an elevation rising generally more than 500meters and

Practical

less than 1,000meters and of limited extent across the summit.

Navigator

통상 해저면상의 500m 이상 1,000m 미만의 고지이고, 정상의 제한된 범위에
위치한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저구(海底丘) (knoll)
해저면에서 높이가 1,000m 이하이고 꼭대기가 그다지 넓지 않은 해저의 융
참 고

기부.

2. 일본 : 해구(海丘) (knoll)
고립된 비교적 작은 환형의 고지대

예시

사진 등

Cantabria knoll
Ref.: MENARD, H.W., 1964, op. cit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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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저 단구(

용 어

丘, submarine terrace)

해저 단구

丘

submarine terrace

해저면이 비교적 평탄하고 주위가 급사면이나 절벽으로 끊긴 계단형 지형.
지형.
정 의

때때로 길고 협소한 형태로 한쪽 면은 오르막이고 반대쪽은 내리막 경사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저지형이다.
해저지형이다.
〈terrace〉
A relatively flat horizontal or gently inclined surface, sometimes long and

IHO/IOC

narrow, which is bounded by a steeper ascending slope on one side and by

GEBCO

a steeper descending slope on the opposite side.
비교적 평평하거나 완만한 경사의 해저면으로서, 때때로 길고 협소한 형태이다.
또한 한쪽 면은 오르막이고 반대쪽은 내리막 경사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terrace〉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On the sea floor, a relatively flat horizontal or gently inclined surface,
sometimes long and narrow, which is bounded by a steeper ascending
slope on one side and by a steeper descending slope on the opposite side.
비교적 평평하거나 완만한 경사의 해저표면으로서, 때때로 길고 협소한 형태의
해저지형이다.
1. 일본 : 평탄면(

) (terrace)

비교적 평탄하게 수평 또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표면을 가지며, 때로는 가늘
고 긴 형상을 나타낸다. 한쪽은 급하게 올라가는 사면으로 반대쪽은 급하게
내려가는 경사에 의해 경계를 이룬다.
2. 세계대백과 : 단구(段丘) (terrace)
참 고

표면이 평탄하고 주위가 급사면이나 절벽으로 끊긴 계단형 지형.
하도(

道)를 따라 발달한 하안단구, 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안단구와 호수로

인한 호애단구(

段丘)가 있다. 이 밖에 해면의 상승 또는 땅의 침강으로

인하여 해저 단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큰 것으로는 해저의 대륙
붕을 대륙단구라 하는 경우도 있다.
3. 백과사전 : 단구(段丘) (terrace)
표면이 평탄하고 주위가 급사면이나 절벽으로 끊긴 계단형 지형.
Arguello terrace, Meriadzek terrace
예시

Ref.: DAY, A.A., 1959. The Continental Margin between Brittany and
Ireland, Deep Sea Research, V.5, pp.249-265.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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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저 대지(

용 어

, plateau)

해저 대지

plateau

주변 해저보다 높게 솟아 있고 대체로 넓고 평평한 해저지형으로 대륙붕보다
정 의

외양 쪽에 위치한 지형.
지형.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정상은 거의 평탄하고, 어느 한쪽 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대양저에 이른다.
이른다.

plateau
IHO/IOC
GEBCO

A flat or nearly flat elevation of considerable areal extent, dropping off
abruptly on one of more sides.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한 형태의 상당히 넓은 지역의 고지이며, 어느 한쪽 측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plateau
American

On the sea floor, a comparatively flat-topped feature of considerable extent,

Practical

dropping off abruptly on one or more sides.

Navigator

상층부가 상당한 면적의 평평한 형태의 해저지형으로, 한쪽 측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대(海

) (plateau)

꼭대기 부분이 매우 평평하고 대양의 밑바닥에서 약 200m 이상 돌출한 대
단히 넓은 바다 밑의 대지.

2. 일본 : 해대(海台) (plateau)
참 고

지역이 상당히 넓고,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한 지역으로 한쪽 측면으로 급속
하게 깊어지는 해저지형.

3. 세계대백과 : 해대(海 ) (plateau)

대양저에 있는 대지( 地) 모양의 지형. 그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정상은 평탄하

다. 또 측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대양저에 이른다.

예시

사진 등

Blake plateau.

[그림 3-23], [그림 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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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저 분지(

용 어

, basin)

해저 분지

basin

주변이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움푹하고 낮은 해저지형.
해저지형.
정 의

위에서 보면 원형, 타원형, 계란형 등의 모양을 띠고 있고 크기도 다양하며,
일명 해분이라고도 한다.
한다.
basin

IHO/IOC
GEBCO

A depression, in the sea floor, more or less equidimensional in plan and of
variable extent
평면적으로 보면 다소 등방형 형태의 함몰된 해저지형으로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basin

American

A depression of the sea floor approximately equidimensional in plan view

Practical

and of variable extent.

Navigator

평면적으로 보면 대체로 등방형 형태의 함몰된 해저지형으로 크기는 여러 가지
이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분(海

) (basin)

원형, 타원형 혹은 계란형 등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대양 바닥의 오목한 부분.

2. 일본 : 해분(海

) (basin)

평면적으로는 다소 등방형 형태의 함몰지역으로, 크기는 여러 가지이다.

3. Britannica : 해분(海
참 고

수심 3,000m

) (basin)

6,000m에서 약간 둥글고 오목하게 들어간 해저 분지

4. 세계대백과 : 해분(海

) (basin)

대양저에 분포해 있는 분지 모양의 해저지형. 대양분지 해저 분지라고도 한다.
면적이 광대한 오목한 땅이며, 평면형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5. 백과사전 : 해분(海

) (basin)

대양저에 분포해 있는 분지 모양의 해저지형. 심도는 3,000m

6,000m이며,

해분저의 퇴적물의 두께는 얇다. 동해의 동쪽 반은 커다란 해분이다.

예시

사진 등

Brazil basin 앙골라 Basin

[그림3-9], [그림 3-21], [그림 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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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저산/해산(

용 어

/

), seamount(s))

해저산/해산

/

seamount(s)

수중에 잠겨 있고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 있는, 해저 화산
정 의

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의 고지.
고지.
일명 해산(

)이라고도 하며, 해저산 중에서 꼭대기가 평평한 것은 기요

(guyot), 그리고 뾰족한 것은 해봉(

)이라고 부른다.

seamount(s)
IHO/IOC
GEBCO

A discrete (or group of) large isolated elevation(s), greater than 1,000m in
relief above the sea floor, characteristically of conical form.
해저에서 1,000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해 있는 불연속적인 원뿔형태의 고지이다.
seamount

American

On the sea floor, an elevation rising generally more than 1,000meters and

Practical

of limited extent across the summit.

Navigator

해저면상에 있는 통상 1,000m 이상의 고지이며, 정상의부의 크기(면적)는 넓지
않다.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산(海山) (seamount)
바다 밑에 높이 1,000m 이상 솟아 있는 융기부.

2. 일본 : 해저산지(海底山地) (seamount)
해령과 해산의 집합체이며, 규모가 커다랗고 복잡한 분포를 보인다.

참 고

3. Britannica : 해산(海山) (seamount)
해산은 비교적 작은 돌기와 같은 것에서부터 지름이 110 , 높이가 5,000m,
평탄한 정상부의 면적이 2,000 나 되는 해산까지 다양하다. 작은 해산의 산
허리 경사는 35°나 되지만 커다란 해산이나 기요에서는 12 14°를 넘는 것이
드물다.
4. 세계대백과 : 해산(海山) (seamount)
심해저에서 고립적으로 1,000m 이상 융기해 있는 해저지형. 태평양 대서양의
4,000m 5,000m의 심해저에서 볼 수 있다.
5. 백과사전 : 해산(海山) (seamount)
심해저에서 고립적으로 1,000m 이상 융기해 있는 해저지형. 태평양 대서양의
4,000m 5,000m의 심해저에서 볼 수 있다. 높이가 1,000m 이하인 경우에는
해구(海丘)라고 한다.
New England seamounts, Emperor seamounts.

예시

Ref.: MURRAY, H.W., 1941. Submarine Mountains in the Gulf of Alaska,
Bull. Geol. Soc. Amer., V.52, pp.333-362

사진 등

[그림 3-20(a)], [그림 3-20(b)], [그림 3-21], [그림 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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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저 산맥(

용 어

, seamount chain)

해저 산맥

seamount chain

여러 개의 해저산이 직선 또는 아치 형태로 연속되어 있는 해저지형.
해저지형.
정 의

이동하는 판에 열점에 기인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해저산열(

)이라고도 한다.

seamount chain
IHO/IOC
GEBCO

A linear or arcuate alignment of discrete seamounts, with their bases clearly
separated. see also seamounts.
기슭의 분리가 가능한 별개 해저산이 직선 또는 아치 형태로 연속하여 있는
지형. 해저산(seamounts) 참조.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참 고

예시

사진 등

1. 일본 : 해산열(海山列) (seamount chain)
직선상으로 병렬해 있는 복수의 해산

Saikaido seamount chain

[그림 3-20(a)], [그림 3-2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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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저 선상지(

용 어

, fan, cone)

해저 선상지

fan, cone

저탁류에 의해 공급된 퇴적물이 해저 협곡 말단부에 집적된 부채꼴 모양의
정 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의 퇴적층.
퇴적층.
서브머린 팬(submarine fan) 또는 콘(cone) 이라고도 한다.
fan
A relatively smooth, fan-like, depositional feature normally sloping away

IHO/IOC

from the outer termination of a CANYON or canyon system. Also called

GEBCO

CONE.
해저 협곡의 바깥쪽 끝에서 비스듬히 퇴적된 부채꼴모양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
Cone 이라고도 한다.
fan

American

On th sea floor, a relatively smooth feature normally sloping away from

Practical

the lower termination of a canyon or canyon system.

Navigator

해저 협곡 또는 해저 협곡계의 하부말단에서 비스듬히 경사진 해저면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저 선상지(海底扇狀地) (fan)
해저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온 퇴적물은 해양저에 도착하면 그중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뿌옇게 그 주위에 뜨게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가라앉
아 부채꼴 모양의 제2차 퇴적층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해저 선상지라 한다.

2. 일본 : 해저 선상지(海底扇狀地) (fan)
해저곡 또는 海底

참 고

의 말단으로부터 완만하게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비

교적 부드러운 선상지상의 퇴적지형

3. Britannica : 선상지(扇狀地) (alluvial fan)
해저 협곡의 입구에 쌓인 비고화 퇴적물. 각 선상지의 선정은 해산 말단부와
경계를 이룬다.

4. 백과사전 : 선상지(扇狀地) (alluvial fan)

하상(河床)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진 골짜기 어귀에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하여 이루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Delgada fan
예시

Ref.: ERICSON, D.B., EWING, M., and HEEZEN, B.C., 1951. "Deep Sea Sands and
Submarine Canyons", Bull. Geol. Soc. Amer., Vol. 62, pp.961-966

사진 등

[그림 3-22], [그림 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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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저 수로(

용 어

정 의

, seachannel)

해저 수로

seachannel

경사면이 연속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가늘고 좁은 함몰 지형.
지형.
보통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해저 제방에 의해 경계가 된다.
된다.

seachannel
A continuously sloping elongated discrete depression found in FANS or
IHO/IOC
GEBCO

ABYSSAL PLAINS and customarily bordered by LEVEES on one or both
sides.
선상지나 심해 평원에서 발견되며, 경사면이 연속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지반이
불연속적으로 함몰되어 있다. 통상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해저 제방에 의해
경계가 된다.

channel
A long, narrow, U-shaped or V-shaped shallow depression of the SEA
FLOOR usually occurring on a gently sloping PLAIN or FAN. A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continuously sloping elongated DEPRESSION commonly found in CONES
or ABYSSAL PLAINS and customarily bordered by LEVEES on one or both
sides.
완만한 해저평원이나 선상지에 나타나는 길고 좁고 얕은 U자형 또는 V자형의
해저함몰. 보통 선상지나 심해 평원에서 발견되는 경사면이 연속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함몰지역으로서, 통상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해저 제방에 의해 경계가
된다.

1. 일본 : 장곡(
참 고

) (seachannel)

연속적으로 경사가 진 가늘고 긴 함몰로 통상 해저 선상지 또는 심해 평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해저 제방이 있는 것이 통례이다.

예시

사진 등

Moresby seachannel.

[그림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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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저 융기부(

용 어

정 의

IHO/IOC
GEBCO

American

, rise, ridge)

해저 융기부

rise, ridge

해저의 일부가 넓고 길게 융기된 지형으로 급경사면이 있는 길고 협소한 고지.
고지.
훨씬 규모가 큰 해령(oceanic rise)과 구별된다.

ridge
An elongated narrow elevation of varying complexity having steep sides.
급경사면이 있는 길고 협소한 고지

ridge

Practical

On the sea floor, a long, narrow elevation with steep sides.

Navigator

급경사면이 있는 길고 협소한 고지

참 고

예시

사진 등

1. 일본 : 해령(海嶺) (ridge)
급격한 사면을 갖는 가늘고 긴 형태의 고지.

Wyville- Thomson ridge, Walvis ridge, Argentine rise, Saski rise

[그림 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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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저 절벽(

용 어

, escarpment, scarp)

해저 절벽

escarpment, scarp

대륙붕이 아닌 해저면의 평탄한 해역이나 완만하게 경사진 해역을 긴 거리에
정 의

걸쳐서 분단하는 급경사면의 지형.
지형.
줄여서 스카프(scarp)라고 부르기도 한다.

escarpment
IHO/IOC
GEBCO

An elongated, characteristically linear, steep slope separating horizontal or gently
sloping sectors of the sea floor in non-SHELF areas. Also abbreviated to SCARP.
대륙붕이 아닌 해저면의 평탄한 해역 또는 완만한 경사면을 긴 거리에 걸쳐서 분단
하는 급경사면의 지형. SCARP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escarpment
American

An elongated and comparatively steep slope separating flat or gently

Practical

sloping areas. Also called SCARP.

Navigator

평평하거나 완만한 경사지역을 분단하는 길고 비교적 급경사면. SCARP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일본 : 해저애(海底崖) (escarpment)
평탄한 해역 또는 완만한 경사면 해역을 긴 거리에 걸쳐서 분단하고 있는
참 고

비교적 급격한 사면
2. 백과사전 : 절벽(

壁) (scarp)

지표의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경사면. 높이 변화가 내부의 힘으로 생긴 것에
는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절벽과 요곡운동(撓曲 動)에 의한 요곡절벽 등이 있다.

Mendocino escarpment
예시

Ref.: MENARD, H.W. and DIETZ, R.S., 1952. Mendocino Submarine Escarpment
Journ. Geol.,V.60, pp.266-278

사진 등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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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저 제방(

용 어

, levee)

해저 제방

levee

해저면상의 해저 협곡, 해저 계곡, 또는 해저 수로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에
정 의

퇴적물이 쌓여 경계를 이루는 자연제방.
자연제방.
육상의 하천 환경에 발달한 자연제방과 유사하다.
유사하다.

levee
IHO/IOC

A depositional natural embankment bordering a canyon, valley, or sea

GEBCO

channel on the ocean floor.
퇴적성 제방으로서 대양저의 해저 협곡 또는 해저 계곡, 해저 수로를 둘러싸고 있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참 고

예시

사진 등

levee
on the sea floor, an embankment bordering a canyon, valley, or sea
channel.
해저면상의 해저 협곡, 해저 계곡 또는 해저 수로의 경계를 이루는 제방.

1. 일본 : 해저 제방(海底堤

) (levee)

해저 협곡, 해저 계곡 또는 심해장곡을 연결하는 퇴적성 제방

Ref.: BUFFINGTON, E.C., 1952. Submarine "Natural Levees". Journ. Geol.
V.60, pp.473-479.

[그림 3-22], [그림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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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저혈(

, hole)

용 어

정 의

IHO/IOC
GEBCO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참 고

예시

해저혈

hole

해저에 나타나는 경사진 작은 함몰 지형.
지형.

hole
A small local depression, often steep sided, in the sea floor.
해저에 흔히 나타나는 경사진 작은 함몰지

hole
A small depression of the sea floor; A small bay, particularly in New
England.
해저면의 작은 함몰로 특히 뉴잉글랜드의 작은 만에서 볼 수 있다.

1. 일본 : 해혈(海

) (hole)

해저에 있는 작은 함몰

Tenza hole(Caribbean sea)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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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저 협곡(

용 어

谷, canyon, submarine canyon)

해저 협곡

canyon, submarine

谷

canyon

대륙붕과 대륙 사면을 따라 발달한 비교적 좁고 깊게 함몰된 경사면으로 V 자
모양의 대규모 협곡.
협곡.
정 의

바닥으로 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저탁류(turbidity current)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다량의 육성기원 퇴적물이
대륙대(continental rise)로 운반되어 집적된다.
canyon
A relatively narrow, deep depression with steep sides, the bottom of which

IHO/IOC

generally deepens continuously, developed characteristically on some

GEBCO

continental SLOPES.
대륙 사면에 특징적으로 발달해 있는 비교적 좁고 깊게 함몰된 경사면으로 바
닥으로 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American
Practical
Navigator

canyon
On the sea floor, a relatively narrow, deep depression with steep sides, the
bottom of which generally has a continuous slope.
해저면에 위치한 비교적 좁고 수심이 깊은 연속된 경사면을 가진 함몰지형
1.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저 협곡(海底峽

) (Submarine canyon)

대륙붕 또는 대륙 사면에 발달한 양 옆의 경사가 급한 해저 계곡. 협곡과
같이 비교적 깊고 급경사를 이룬 오목한 해저의 지형.

2. 일본 : 해저곡(海底

) (canyon)

비교적 협소하고 깊게 움푹 함몰된 곳으로 양측은 급한 경사면을 만든다. 바닥이
참 고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경사를 갖고, 대륙 사면에 특히 발달해 있다.

3. Britannica : 해곡(海

) (submarine canyon)

대륙 사면에 있는 좁고 가파른 골짜기. 육지의 하곡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곡
이라 부른다. 대부분 대륙 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하와이 제도의 사면과
그 밖의 다른 해양 섬의 사면을 따라서도 나타난다.

4. 세계대백과 : 협곡(峽

) (canyon)

양쪽의 곡벽( 壁)이 급경사를 이루어 곡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

Hudson canyon, Aramis canyon
예시

Ref.: SHEPARD, F.P. and DILL, R.F., 1966. Submarine Canyons and other
Sea V alleys, Rand McNallyand Co., Chicago, p.381

사진 등

[그림 3-11], [그림 3-19], [그림 3-22] 참조

- 98 -

제3장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42. 해첨(

, pinnacle)

용 어

해첨

pinnacle

높은 탑 모양 또는 뾰족한 모양의 암석 기둥이나 산호 기둥.
기둥.
정상은 고립되어 있거나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며, 해봉(Peak)보다 더 높고
정 의

뾰족한 지형이다. 산호초에서는 약간 잠겨 있거나 해수면까지 솟아 있는 작고
고립된 산호초의 기둥을 지칭하며, 주로 환초의 석호 내에 수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 무더기의 산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지형이다.

pinnacle
IHO/IOC
GEBCO

Any high tower or spire-shaped pillar of rock, or coral, alone or cresting a
summit.
높은 탑 모양 또는 뾰족한 모양의 암석기둥 또는 산호기둥으로 정상은 고립되어
있거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해저지형.

pinnacle
A high tower or spire-shaped pillar of rock or coral on the sea floor, alone
American

or cresting a summit. It may or may not be a hazard to surface navigation.

Practical

Due to the steep rise from the sea floor no warning is given by sounding.

Navigator

높은 탑 모양 또는 뾰족한 모양의 암석기둥 또는 산호기둥으로 정상은 고립되어
있거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해상항행이 위험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
해저면 부터의 급경사에 대한 경고가 없기 때문에 수심측량 결과가 제공된다.
1. 일본 : 첨초(尖

참 고

) (pinnacle)

높은 탑 모양 또는 뾰족한 기둥모양의 바위로 정상은 고립되어 있거나 봉우
리를 이루고 있다.

Gardner pinnacles.
예시

Ref.: SHOR, G.G., 1959, Reflection Studies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Deep-sea Research, V.5, pp.283-289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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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해양지명관련 사진 및 도해
(a)

(b)

주 : (a) - 지중해(Mediterranean Sea) 흑해(Black Sea) 등의 바다(sea)는 대서양(Atlantic Ocean)과
같은 대양(ocean)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http://www-das.uwyo.edu/~geerts/cwx/notes/chap11/mediterranean.gif)
(b) -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브롤터해협(the strait of Gibraltar)은 아프리카(모로코)와 유럽
(스페인) 사이의 좁은 바다이다.
(http://meted.ucar.edu/mesoprim/gapwinds/media/graphics/gibraltar_map.gif)

[그림 3-1] 대양(ocean), 해(sea), 해협(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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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멕시코 동부와 미국 동서부의 멕시코만(gulf of Mexico)은 미국 동부의 펀디만(bay of Fundy)에
비해 큰 규모이다.

[그림 3-2] 해만(gulf)과 만(bay)의 비교

주 : 국립해양조사원 간행 해도상의 대한해협

[그림 3-3] 해협(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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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주 : (a) -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고립된 바위 형태 또는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 요소가 되는 바위.: ‘암‘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명칭으로는 ‘서‘, ‘여‘, ‘탄‘
등이 있다(사진자료 : 서해안의 선단탄으로 높이 40 m, 위치 37°08′47″N, 125°58′50″E
(WGS-84)).
(b) - 국립해양조사원 간행 해도상의 선단탄(No. 359 - 백아도 부근)
※ 참고 : 선단탄 같은 노출암은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에도 항상 노출되는 바위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측량법 제58조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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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c) - Two, unnamed rocks east of Cape Territok. The southerly rock was part of an EDM Traverse in
1973 and is 2.0m above high water. The northerly one is located at 59°43 45 N, 63°43 28 W and
is 0.5m above high water. (LIGHTHOUSE, JOURNAL OF THE CANADIAN HYDROGRAPHIC
ASSOCIATION)
(d) - Three unnamed rocks east of Murphy Head. The waterly rock was seen in the airphotos and
satellite imagery and had been surveyed as 1.9m above low water. The northerly one was
seen only in the airphotos. It is located at 59°30 30 N, 63°31 27 W and is 0.9m above low
water. The easterly rock was not seen in the airphotos or satellite images, but found during
this surveys to be at 59°30 17 N, 63°31 24 W and 1.2m above low water. (LIGHTHOUSE,
JOURNAL OF THE CANADIAN HYDROGRAPHIC ASSOCIATION)
(e) - Unnamed rock east of Cape Territok. The rock wast shown on a 1973 filed sheet but with no
recorded depth or height. It was spotted in airphotos or satellite imagery. The GPS position
of the rock is 59°45 18 N, 63°40 07 W. which is about 575 in west of filed sheet position. The
rock is 0.5m above low water.(LIGHTHOUSE, JOURNAL OF THE CANADIAN
HYDROGRAPHIC ASSOCIATION)

[그림 3-4] 암(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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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IHO/IOC GEBCO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 수록된 해저지형 모식도

주 : 해저산(seamount)의 일종인 기요(guyot)는 해수면 근처에서의 침식에 의한 평평한 정부가 특징이다.
(a) 동태평양 Fieberling 기요의 3D영상. (b) 서태평양 Wilde 기요와 그 주변의 수심도. 등심선을 가로지
르는 선들은 관측을 위한 항해의 측선이다. 등심선의 단위는 m.
(a : http://hrp.whoi.edu/hrpgrp/nh001.html
b : http://oceanworld.tamu.edu/resources/ocng_textbook/chapter03/chapter03_03.htm)

[그림 3-6] 기요(guyot, table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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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요한 심해저지형을 단순하게 나타낸 그림(박수인 외 (1999), 생동하는 지구의 그림 1.15, p. 30).

[그림 3-7] 심해저 지형

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8] 단열대(fractur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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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륙 주변부(continental margin)와 대양분지(ocean basin)을 이루는 주요한 해저지형들의 모식적인
단면도 (D.A.Ross (1995), Introduction to Oceanography의 Fig. 4-6, p. 81).

[그림 3-9] 대륙 주변부 및 심해저 해저지형 단면도

- 109 -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주 : 대륙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는 해저지형들의 일반적인 특징(D.A.Ross (1995), Introduction
to Oceanography의 Fig. 4-7, p. 82).

[그림 3-10] 대륙 주변부 해저지형 단면도

주 : 북동아메리카 대륙 주변부(continental margin)의 모식적인 모습. 1. 대륙붕(shelf), 2. 대륙 사면
(continental slope), 3. 대륙대(continental rise), 4. 심해 평원(abyssal plain), 5. 해저 협곡(submarine
canyon) (E. Seilbold & W.H. Berger(1996), Seafloor의 Fig. 2.2b, p. 43).

[그림 3-11] 북동아메리카 대륙 주변부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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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북아메리카 동부 대륙 주변부 (continental margin)의 삼차원적 재구성 . ① 대륙붕 , ② 대륙 사면 ,
③ 대 륙대, ④ 심해저평원(D.A.Ross, (1995), Introduction to Oceanography의 Fig. 4-8, p. 84).

[그림 3-12] 북동아메리카 대륙 주변부 3차원 해저지형

주 : 바하마(Bahama) 제도 안드로스섬(Andros Island) 북부에 위치한
모래톱(shoal)의 인공위성 사진(Joulter cays의 ooid shoal)
(http://www.kgs.ukans.edu/PRS/publication/OFR2001-38/ P1-05.html).

[그림 3-13] 모래톱(sh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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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실(sill)은 기후, 강물의 유입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 흔히 대양과의 제한된
순환을 유발시킨다.
(http://www.ldeo.columbia.edu/edu/dees/ees/climate/slides/sill.gif)

[그림 3-14] 실(sill)

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15] 심해 평원(abyssal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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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동해안 36°43′09″N, 129°43′55″E, 대표수심 : 5.3m, 왕돌초(Wangdolcho) 해양지명 확정 고시

[그림 3-16] 초(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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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플로리다 남동쪽의 Great Bahama bank.
(자료출처: http://www.sea007.com/Info_WorldSea/images/Atlantic-GreatBahamaBank.gif)

주 : 대서양, 멕시코만 남부의 Campeche bank.
(자료출처: http://www.sea007.com/Info_WorldSea/images/Atlantic-YucatanChannel.gif)

[그림 3-17] 퇴(bank), 해만(gulf), 수도(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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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육상의 화산과 마찬가지로 해저의 화산활동에 의해 칼데라(caldera)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북동태평양 후앙 드 푸카 융기부(Juan de Fuca Ridge)의 Axial Volcano에 의한 칼데라.
(http://www.pmel.noaa.gov/vents/geology/axial.html)

[그림 3-18] 칼데라(caldera)

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19] 해각(spur), 퇴(bank), 해저 협곡(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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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세계대양 해저지형의 사실적인 그림. 해구(trench, ①), 중앙해령(mid-ocean ridge, ②), 단열대
(fracture zone, ③), 해저산(seamount, ④)등의 해저지형이 대양의 바닥모습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지형이다. 많은 해저산(seamount)들이 태평양에서 발견된다. 해저산(seamount)들은 단독으로 존재
하거나 열을 이루어 해저 산맥(seamount chain, ⑤)을 형성하기도 한다.
(F. Press & R. Siever (1994), Understanding Earth의 Fig. 17.26, p. 388-389)

[그림 3-20(a)] 세계 대양 해저지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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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세계대양 해저지형의 사실적인 그림. 해구(trench, ①), 중앙해령(mid-ocean ridge, ②), 단열대
(fracture zone, ③), 해저산(seamount, ④)등의 해저지형이 대양의 바닥모습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지형이다. 많은 해저산(seamount)들이 태평양에서 발견된다. 해저산(seamount)들은 단독으로 존재
하거나 열을 이루어 해저 산맥(seamount chain, ⑤)을 형성하기도 한다.
(F. Press & R. Siever (1994), Understanding Earth의 Fig. 17.26, p. 388-389)

[그림 3-20(b)] 세계 대양 해저지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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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21] 해저 분지(basin), 해저산(seamount(s)), 해저 간극(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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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심해저(deep sea) 선상지(fan)와 주변지형. 1. 대륙붕과 상부 대륙 사면을 횡단하는 해저 협곡
(submarine canyon), 2. 해저 제방(levee)이 양쪽으로 쌓인 해저 계곡(submarine valley), 3, 4. 심해저
선상지(deep-sea fan) (E. Seilbold & W.H. Berger (1996), Seafloor의 Fig. 2.17, p. 65).

[그림 3-22] 해저 계곡(submarine valley), 해저 선상지(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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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국립해양조사원 수심관측자료를 이용한 동해중부 3차원 영상도 및 해저지형도(B4623)

[그림 3-23] 해저 대지(plateau), 해저 분지(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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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24] 해저 대지(plateau)

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25] 해저산(seamount(s)), 해저 선상지(fan,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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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a) - 북서대서양 래브라도해에 발달한 큰 규모의 해저수로(mid-ocean channel). NAMOC: Northwest
Atlantic Mid-Ocean Channel, IMOC: Imarssuak Mid-Ocean Channel(S.K. Chough & R.
Hesse, The Northwest Atlantic Mid-Ocean Channel of the Labrador Sea. IV. Petrography
and provenance of the sediments, Can.J. Earth Sci. 24, 731-730 (1987)의 Fig. 2).
(b) - 해저 수로(mid-ocean channel, 앞 그림의 NAMOC와 IMOC)와 주변지형의 모식적인 그림. 굽
이쳐 사행하는 수로(channel)와 수로 양쪽의 제방(levee)이 특징적이다. P: abyssal plain, S:
spill-over sand, RL: right levee, LL: left levee, B: basement ridge(R. Hesse et al., The
Northwest Atlantic Mid-Ocean Channel of the Labrador Sea. V. Sedimentology of a giant
deep-sea channel, Can.J. Earth Sci. 24, 1595-1624(1987)의 Fig. 19).

[그림 3-26] 해저 수로(sea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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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IHO/IOC 국제해저지형도

[그림 3-27] 해저 융기부(rise,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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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지명위원회 설치 운영
□ 설립 배경
우리나라

지명에

관한

제정 변경 고시는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관장을

하여왔으나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의 권고사항인 해양지명기관의 별도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7월 1일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구 성
○ 위원장 : 국립해양조사원장
○ 공무원 위원(7인) : 관련부처 장관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위원(7인) :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양지명과 관련된 전문가

□ 기 능
○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 해양지명의 조사 연구 정비 및 그 계획수립
○ 해양지명의 조사 연구 인정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 해양지명과 관련된 연구기술 등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운영 실적
가. 회의 개최
○ 2002년 7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 10월 20일까지 총 6차 회의를 개최 함
- 해양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왕돌초 등 11개 해양지명 심의 의결
-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제정
나.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제작
○ 제3차 회의(‘03. 2. 20)시 해양지명 심의를 위한 해양지명 용어의 정의 및 심의기준이
되는 편람제작을 해양지명 위원이 건의 함
○ 해양지명 표준화방안 연구용역 사업 실시
- 시행사 / 기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년 7월～12월
-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및 편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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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확정
○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심의 의결
- 제5차 회의(‘04. 4. 9)시 상정된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 후
재심의 할 것을 요청
- IHO/IOC의 해저지명표준화 기준 및 각종 관련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한국어에 맞는
해양지명을 재분류하고 용어의 정의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수정 보완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안)을 제6차 해양지명위원회(‘04.
10. 20)에서 재 심의하여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을 최종 확정함

□ 향후 추진계획
가. 해양지명의 국내표준화
○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에 의거 해양지명의 국내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기준을 마련함.
○ 해양지명의 신규제정
- 해양지명이 없는 해저지형(해산, 해저분지 등) 및 초, 암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신규제정 추진
○ 해양지명의 DB화 추진
- 해양지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지명을 DB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해양지명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
○ 홍보강화
- 국내 표준화한 해양지명을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

나. 해양지명의 국제표준화
○ 국내표준화된 해양지명을 UN 지명표준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 UNCSGN),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등 해양지명관련 기구에 국제표준화를 위한 해양지명 자료 제공
○ 해양지명에 대한 표기 오류 정정 추진
- 현재 일부국가에서 발간된 지도 및 해도에 해양지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제적 홍보 강화
○ 인접 국가간의 동일해역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해양지명에 대해서는 국제지명표준화
원칙에 따라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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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지명관련 국제적 교류 협력 추진
○ UN, IHO/IOC 등 해양지명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제동향 파악
및 인적교류 도모
-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해양지명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한국의 입장 대변
○ 해양지명관련 국내 외 연구 활동 지원
-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연구 활동 지원
- 해양지명관련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관련 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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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및 고시자료
□ 해양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소

2004. 11. 1. 현재

위 원

성 명

속

위원장

김형남

공무원위원

박삼서

공무원위원

황승현

공무원위원

조원호

공무원위원

임채호

공무원위원

김세중

공무원위원

김태호

공무원위원

김동수

위촉직위원

서만철

위촉직위원

성효현

위촉직위원

오재호

위촉직위원

이기석

위촉직위원

이상태

위촉직위원

이형석

한국땅이름학회

위촉직위원

이희일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국방부

육군지도창 지형연구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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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비

고

원

장

chair@nori.go.kr

과

장

parkss@moe.go.kr

과

장

shhwang83@mofat.go.kr

실

장

kamc7574@army.mil.kr

과

장

chrheem@mogaha.go.kr

어문자료
연구부장

kimsej@korean.go.kr

과

장

dongkii@moct.go.kr

과

장

kds@nori.go.kr

교

수

mcsuh@kongju.ac.kr

교

수

hhsung@ewha.ac.kr

기획부장
교

수

실

장

사료조사
회

장

책임연구원

jhoh@kigam.re.kr
leekisuk@plaza.snu.ac.kr
lstae@history.go.kr
sakwangam@yahoo.co.kr
hi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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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지명 고시자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102호
수로업무법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해양
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제정 해양지명

대표위치
(WGS-84)

37 32 03 N
찬물내기초
129 09 35 E
(Chanmulnaegicho)
수심 : 9.9m

쌍정초
(Ssangjeongcho)

왕돌초
(Wangdolcho)

교석초
(Gyoseokcho)

37 33 28 N
130 56 22 E
수심 : 0.8m

36 43 09 N
129 43 55 E
수심 : 5.3m

36 05 32 N
129 33 28 E
수심 : 1.5m

범 위
(WGS-84)

37-32-04N, 129-09-34E,
37-32-04N, 129-09-36E,
37-32-02N, 129-09-36E,
37-32-02N, 129-09-34E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37-33-30N, 130-56-19E,
37-33-30N, 130-56-27E,
37-33-22N, 130-56-27E,
37-33-22N, 130-56-19E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36-44-46N, 129-43-20E,
36-44-46N, 129-45-42E,
36-40-35N, 129-45-42E,
36-40-35N, 129-43-20E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5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36-05-33N, 129-33-26E,
36-05-33N, 129-33-31E,
36-05-28N, 129-33-31E,
36-05-28N, 129-33-26E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2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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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경북 울릉군
저동

경북 울진군
후포리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42호
수로업무법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해양
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제정 해양지명

마당여
(Madangyeo)

대표위치
(WGS-84)

범
위
(WGS-84)

35-06-23N, 128-40-45E
35-06-23N, 128-40-48E
35 06 22 N
35-06-21N, 128-40-48E
128 40 47 E
35-06-21N, 128-40-45E
간출높이 : 1.8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면

34-57-32N, 128-29-59E
34-57-32N, 128-30-02E
34 57 31 N
34-57-29N, 128-30-02E
돌끝여
128 30 01 E
34-57-29N, 128-29-59E
(Dolkkeuchyeo) 간출높이 : 2.1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면

모살여
(Mosaryeo)

삼여
(Samyeo)

34-54-37N, 128-03-37E
34-54-37N, 128-03-40E
34 54 36 N
34-54-34N, 128-03-40E
128 03 39 E
34-54-34N, 128-03-37E
간출높이 : 2.8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면
34-47-57N, 127-48-55E
34-47-57N, 127-49-01E
34 47 54 N
34-47-52N, 127-49-01E
127 48 59 E
34-47-52N, 127-48-55E
간출높이 : 2.9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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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시
태평동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경남 사천시
신수동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제정 해양지명

소여
(Soyeo)

가조초
(Gajocho)

사두초
(Saducho)

대표위치
(WGS-84)

범
위
(WGS-84)

34-45-30N, 128-30-20E,
34-45-30N, 128-30-22E,
34 45 30 N
34-45-29N, 128-30-22E,
128 30 21 E
34-45-29N, 128-30-20E
간출높이 : 2.2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면
34-57-49N, 128-32-21E,
34-57-49N, 128-32-30E,
34 57 48 N
34-57-44N, 128-32-30E,
128 32 25 E
34-57-44N, 128-32-21E
수심 : 1.6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34-54-31N, 128-33-45E,
34-54-31N, 128-33-57E,
34 54 29 N
34-54-25N, 128-33-57E,
128 33 50 E
34-54-25N, 128-33-45E
수심 : 1.2m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m
등심선으로 둘러싸인 해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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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주 의 사 항

이 책자는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위원회의 간행물로서
본 내용을 대외적으로 게재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
출처를 명기하기 바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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