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22호
관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2-11호

보

2013. 1. 3.(목요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해양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해양지명 제정
해양지명
대표위치(WGS-84)
소재지
로마자표기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와
교동수도 37˚45´32.4¨N, 126˚15˙33.8¨E 인천
Gyodongsudo
석모도 사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와
석모수도 37˚37´36.9¨N, 126˚20˙02.4¨E 인천
Seongmosudo
강화도 사이
옹진군 북도면 신도와
신도수도 37˚30´20.8¨N, 126˚27˙31.3¨E 인천
Sindosudo
영종도 사이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장봉수도 37˚32´25.9¨N, 126˚24˙03.5¨E 인천
Jangbongsudo
모도 사이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와
산새수도 37˚37´30.1¨N, 125˚42˙34.5¨E 인천
Sansaesudo
소연평도 사이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와 Yeongheungsudo
영흥수도 37˚11´18.2¨N, 126˚27˙18.3¨E 인천
대부도 사이
옹진군 자월면 소야도와
반도수도 37˚12´54.8¨N, 126˚12˙50.4¨E 인천
Bandosudo
소이작도 사이
용두포 37˚17´30.5¨N, 126˚34˙06.0¨E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Yongdupo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옥죽포 37˚50´55.5¨N, 124˚42˙33.4¨E 인천
Okjukpo
대청도 옥죽동
선진포 37˚49´48.2¨N, 124˚43˙09.2¨E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선진동 Seonjinpo
사항포 37˚58´18.6¨N, 124˚38˙17.5¨E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북쪽
Sahangpo
안산시 제부도에서 대부도 Jangsayeo
장사여 37˚10´56.0¨N, 126˚34˙17.2¨E 경기도
북서쪽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일곱여 37˚46´25.0¨N, 126˚12˙09.8¨E 인천
Ilgobyeo
말단포 부근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와
큰설치여 37˚46´42.6¨N, 126˚20˙49.8¨E 인천
Keunseolchiyeo
강화도 사이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남쪽 Dolmeoruyeo
돌머루여 37˚45´56.5¨N, 126˚18˙47.1¨E 인천
바다 부근
영감여 37˚45´48.5¨N, 126˚17˙18.1¨E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남산포 Yeonggamnyeo
은앞여 37˚48´15.2¨N, 126˚20˙42.9¨E 인천 강화군 교동면 호두곶 동쪽
Eunapyeo
뒷강다리여 37˚43´16.2¨N, 126˚20˙55.7¨E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Dwitgangdariyeo
앞강다리여 37˚43´27.0¨N, 126˚20˙37.9¨E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Apgangdariyeo
작은구들여 37˚40´24.6¨N, 126˚23˙12.5¨E 인천 강화군 삼산면
Jageungudeuryeo
큰구들여 37˚40´31.9¨N, 126˚22˙58.0¨E 인천 강화군 삼산면
Keungudeuryeo
웅오여 37˚41´13.8¨N, 126˚22˙42.1¨E 인천 강화군 삼산면 납도 부근
Ungoyeo
강다리여 37˚43´58.6¨N, 126˚16˙34.2¨E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Gangdariyeo
385

제17922호

해양지명
함박여
삼봉여

관

대표위치(WGS-84)
37˚43´57.6¨N, 126˚16˙19.4¨E
37˚41´19.7¨N, 126˚22˙51.8¨E
37˚41´17.6¨N, 126˚22˙55.4¨E
37˚41´16.7¨N, 126˚22˙45.8¨E
소여
37˚41´29.3¨N, 126˚23˙05.7¨E
가전여 37˚41´36.5¨N, 126˚22˙45.5¨E
음원여 37˚41´39.5¨N, 126˚23˙11.8¨E
딴여
37˚42´44.6¨N, 126˚19˙21.0¨E
개앞여 37˚42´36.8¨N, 126˚19˙30.1¨E
검은여 37˚40´29.1¨N, 126˚18˙50.7¨E
딴여
37˚39´21.2¨N, 126˚19˙23.8¨E
검은여 37˚38´48.3¨N, 126˚20˙04.8¨E
허가물골딴여 37˚38´25.4¨N, 126˚20˙26.7¨E
37˚44´50.0¨N, 126˚17˙53.1¨E
게금여 37˚44´46.8¨N, 126˚18˙01.5¨E
37˚44´48.9¨N, 126˚18˙08.3¨E
구루지여 37˚44´47.0¨N, 126˚17˙44.3¨E
멍석여 37˚39´28.2¨N, 126˚14˙45.0¨E
소말등여 37˚39´21.2¨N, 126˚14˙13.8¨E
37˚39´46.5¨N, 126˚14˙50.7¨E
뻘여
37˚39´44.5¨N, 126˚14˙59.2¨E
37˚39´44.6¨N, 126˚15˙10.6¨E
큰말등여 37˚39´33.5¨N, 126˚14˙16.8¨E
각여
37˚37´11.2¨N, 126˚16˙23.9¨E
대매여 37˚39´37.4¨N, 126˚15˙02.7¨E
소매여 37˚39´57.3¨N, 126˚14˙57.7¨E
가자미여 37˚38´36.1¨N, 126˚23˙56.9¨E
쌍여
37˚46´03.3¨N, 126˚20˙35.9¨E
설치여 37˚46´42.6¨N, 126˚20˙49.8¨E
소라여 37˚49´56.8¨N, 124˚41˙05.5¨E
용만여 37˚51´19.4¨N, 124˚43˙10.7¨E
˚48´02.7¨N, 124˚40˙44.4¨E
오지낭여 37
37˚47´59.8¨N, 124˚40˙47.4¨E
37˚47´53.2¨N, 124˚40˙53.9¨E
붙임여 37˚47´51.8¨N, 124˚41˙02.3¨E
37˚47´55.0¨N, 124˚41˙06.2¨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로마자표기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Hambag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Sambong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죽도
Soyeo
부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죽도 Gajeonnyeo
부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죽도 Eumwonnyeo
부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선모도 서쪽
Ttann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선모도와
Gaeapyeo
석도 사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송도 부근 Geomeunn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 포구
Ttannyeo
서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도
Geomeunnyeo
남서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도 Heogamulgolttann
남쪽
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조상곶 동쪽 Gegeumnyeo
인천 강화군 삼산면 조상곶 부근
Guruji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Meongseog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Somaldeung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Ppeor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Keunmaldeung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Gag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Daemaeyeo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Somaeyeo
인천 강화군 화도면 송강리
Gajamiyeo
인천 강화군 화점면
Ssangyeo
인천 강화군 화점면
Seolchiyeo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내동
Sorayeo
동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Yongmannyeo
대청도 북동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Ojinangyeo
사탄동 남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Buchimnyeo
사탄동 남쪽 곶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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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지리루미여
널뿌리여
송곳여
조수방여
달래여
큰고여
장군여
시루여
물금지여
마당바위밖여
돔여

관

대표위치(WGS-84)
37˚48´54.3¨N, 124˚40˙22.4¨E
37˚49´05.6¨N, 124˚43˙20.2¨E
37˚50´28.3¨N, 124˚43˙47.9¨E
37˚50´37.6¨N, 124˚43˙44.9¨E
37˚51´02.3¨N, 124˚42˙18.2¨E
37˚49´07.5¨N, 124˚39˙58.9¨E
37˚48´44.2¨N, 124˚40˙39.2¨E
37˚49´11.1¨N, 124˚39˙39.7¨E
37˚46´08.1¨N, 124˚46˙13.7¨E
37˚45´39.9¨N, 124˚44˙14.3¨E
37˚45´20.3¨N, 124˚43˙43.8¨E
˚46´13.2¨N, 124˚43˙59.5¨E
물걷이여 37
37˚46´07.4¨N, 124˚43˙53.6¨E
˚46´46.2¨N, 124˚44˙35.7¨E
토끼여 37
37˚46´44.6¨N, 124˚44˙27.6¨E
개나리여 37˚46´43.9¨N, 124˚44˙56.1¨E
넓여옆여 37˚08´06.9¨N, 125˚59˙02.0¨E
가섬여 37˚12´18.3¨N, 126˚08˙04.2¨E
닭섬뒷여 37˚04´49.0¨N, 125˚58˙36.0¨E
광대도넓여 37˚03´51.4¨N, 125˚58˙01.3¨E
윗광대도뒷여 37˚03´26.9¨N, 125˚57˙36.9¨E
속여
37˚03´52.1¨N, 125˚56˙30.9¨E
오도뒷여 37˚03´57.8¨N, 125˚56˙23.0¨E
홍합여 37˚04´10.4¨N, 125˚56˙39.7¨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사탄동 서쪽 추두 남단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선진동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옥죽동 북동쪽의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옥죽동 북동쪽의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옥죽동 북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추두
남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추두
남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추두
부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남동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노화동 남서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노화동 남쪽 곶과 가두암 사이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노화동 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예동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예동
선착장 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각흘도 서쪽
장탄 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남쪽 아래
묵도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계도
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광대도 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광대도 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남단
오도 남단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남단
오도 남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남단
오도 북서쪽 부근
387

로마자표기
Jirirumiyeo
Neolppuriyeo
Songgosyeo
Josubangyeo
Dallaeyeo
Keungoyeo
Janggunnyeo
Siruyeo
Mulgeumjiyeo
Madangbawibakky
eo
Domnyeo
Mulgeojiyeo
Tokkiyeo
Gaenariyeo
Neolbyeoyeopyeo
Gaseomnyeo
Dakseomdwinnyeo
Gwangdaedoneolb
yeo
Witgwangdaedwin
nyeo
Sogyeo
Ododwinnyeo
Honghabyeo

제17922호

해양지명
바구여
벌섬윗여
삼봉여
도랑섬줄여
장군바위속여
그물배깨진여
굴업바시여
떼떼넘김이여
하나시여
당넘어여
관도윗여
멍섬윗여
벌도아랫여
샛여
개이빨여
각흘여
넓여
박쥐여

관

보

대표위치(WGS-84)
37˚04´44.3¨N, 125˚57˙50.8¨E
37˚04´58.9¨N, 125˚59˙23.5¨E
37˚04´56.6¨N, 125˚59˙15.0¨E
37˚03´55.7¨N, 125˚57˙19.5¨E
37˚04´19.8¨N, 125˚57˙17.7¨E
37˚05´38.1¨N, 125˚56˙55.4¨E
37˚05´18.9¨N, 125˚56˙41.9¨E
37˚04´49.1¨N, 125˚56˙23.1¨E
37˚04´44.9¨N, 125˚56˙23.5¨E
37˚04´39.1¨N, 125˚56˙27.7¨E
37˚05´01.4¨N, 125˚56˙44.6¨E
37˚05´08.5¨N, 125˚59˙14.7¨E
37˚05´21.1¨N, 125˚59˙51.7¨E
37˚04´39.0¨N, 125˚59˙49.4¨E
37˚04´60.0¨N, 125˚59˙40.0¨E
37˚08´56.8¨N, 126˚00˙57.6¨E
37˚08´01.2¨N, 126˚01˙26.7¨E
37˚07´55.7¨N, 125˚59˙06.2¨E
37˚01´25.5¨N, 126˚01˙00.8¨E

2013. 1. 3.(목요일)

소재지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남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벌도
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부남리 남동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부남리 만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북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북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서쪽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서쪽
만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벌군도 관도
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벌군도 멍섬
북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벌군도 벌도
남단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덕적면 벌군도 벌도
동쪽 섬 사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가도
남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각흘도와 낭각흘도 사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단탄 아래
장탄옆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남동쪽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달밭아래여 37˚01´15.1¨N, 125˚59˙27.7¨E 인천
남서쪽
37˚01´49.3¨N, 126˚01˙20.8¨E
˚01´52.0¨N, 126˚01˙21.9¨E
바점부리여 37
37˚01´56.9¨N, 126˚01˙18.6¨E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동쪽
37˚01´52.5¨N, 126˚01˙08.6¨E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등대여 37˚02´59.4¨N, 125˚58˙48.7¨E 인천
백아도와 울도의 사이
388

로마자표기
Baguyeo
Beolseomwinnyeo
Sambogyeo
Dorangseomjuryeo
Janggunbawisogye
o
Geumulbaekkaejin
nyeo
Gureopbasiyeo
Ttetteneomgimiye
o
Hanasiyeo
Dangneomeoyeo
Gwandowinnyeo
Meongseomwinny
eo
Beoldoaraennyeo
Saennyeo
Gaeipparyeo
Gakheuryeo
Neolbyeo
Bakjwiyeo
Dalbachiraeyeo
Bajeomburiyeo
Deungdaeyeo

제17922호

관

해양지명
주벅여
시루골딴여
개떡여
시루여
옴피기여

대표위치(WGS-84)
37˚02´11.7¨N, 125˚59˙43.5¨E
37˚02´08.6¨N, 125˚58˙37.0¨E
37˚02´01.6¨N, 125˚58˙40.0¨E
37˚01´50.3¨N, 125˚58˙43.5¨E
37˚04´09.6¨N, 125˚59˙15.1¨E

우뭇여

37˚01´46.6¨N, 126˚00˙53.2¨E

작은노루여 37˚01´40.1¨N, 126˚00˙32.8¨E
방구여
토끼여
감투여
잠수함여

37˚06´17.4¨N, 126˚01˙28.6¨E
37˚03´15.7¨N, 126˚00˙56.3¨E
37˚53´57.2¨N, 124˚41˙47.2¨E
37˚54´53.2¨N, 124˚41˙57.5¨E
37˚54´48.8¨N, 124˚41˙52.6¨E
37˚57´27.0¨N, 124˚37˙04.5¨E

장군여

37˚56´39.8¨N, 124˚37˙24.1¨E

보투여

미역여
장구여
연봉옆여

37˚58´48.0¨N, 124˚37˙07.3¨E
37˚53´34.2¨N, 124˚41˙45.2¨E
37˚53´26.0¨N, 124˚42˙09.4¨E
37˚53´22.6¨N, 124˚42˙12.3¨E
37˚52´58.4¨N, 124˚42˙02.7¨E
홍합여 37˚52´54.8¨N, 124˚42˙03.3¨E
37˚52´54.3¨N, 124˚41˙46.8¨E
참빗여 37˚58´55.9¨N, 124˚41˙26.6¨E
번득여 37˚58´16.4¨N, 124˚38˙33.7¨E
장촌숨은여 37˚54´51.6¨N, 124˚41˙11.9¨E
슬픈여 37˚55´09.9¨N, 124˚39˙17.3¨E
곶뿌리여 37˚56´25.2¨N, 124˚37˙31.8¨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울도
북쪽의 장구도 북서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울도항 동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울도항 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지도리
지도와 통각흘도 사이
인천 옹진군 덕적면 토도 남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곶의
남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곶의
남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 남쪽
만
인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 남쪽
만의 잠수함바위 아래
인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
선대암 북동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남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남쪽

로마자표기
Jubeogyeo
Sirugolttannyeo
Sirugolttannyeo
Siruyeo
Ompigiyeo
Umunnyeo
Jageunnoruyeo
Bangguyeo
Tokkiyeo
Gamtuyeo
Botuyeo
Jamsuhamnyeo
Janggunnyeo

Miyeogyeo
Jangguyeo
Yeonbongyeopyeo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남쪽 Honghabyeo
연봉바위 부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꽃마을
Chambinnyeo
부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Beondeugyeo
사항포 동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장촌 남동쪽 Jangchonsumeunn
만의 동쪽
yeo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Seulpunnyeo
남단의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Gotppuriyeo
남서쪽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강곶뿌리여 37˚55´19.7¨N, 124˚38˙06.2¨E 인천
Ganggotppuriyeo
남서쪽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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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해양지명
대표위치(WGS-84)
진촌숨은여 37˚58´39.6¨N, 124˚44˙00.9¨E
37˚58´57.2¨N, 124˚44˙15.3¨E
물범여 37˚58´55.7¨N, 124˚44˙19.6¨E
37˚58´52.0¨N, 124˚44˙25.6¨E
민어여 37˚07´32.0¨N, 125˚55˙28.8¨E
제비여 37˚32´53.6¨N, 126˚26˙10.5¨E
시도검은여 37˚32´48.6¨N, 126˚26˙22.9¨E
신도검은여 37˚32´43.1¨N, 126˚28˙19.1¨E
37˚30´23.7¨N, 126˚28˙18.5¨E
˚30´26.1¨N, 126˚28˙08.3¨E
장거리여 37
37˚30´20.9¨N, 126˚28˙03.2¨E
37˚30´13.7¨N, 126˚28˙02.3¨E
세배여 37˚30´41.1¨N, 126˚25˙17.4¨E
˚31´56.1¨N, 126˚23˙40.7¨E
봉우리여 37
37˚31´45.6¨N, 126˚23˙34.9¨E
바가지여 37˚31´51.7¨N, 126˚23˙20.5¨E
마당여 37˚32´12.6¨N, 126˚23˙23.8¨E
큰돌개여 37˚32´16.6¨N, 126˚23˙12.6¨E
작은서재여 37˚32´27.6¨N, 126˚23˙03.6¨E
큰서재여 37˚32´32.3¨N, 126˚23˙10.3¨E
죽은여 37˚34´17.6¨N, 126˚25˙56.8¨E
넘은여 37˚37´46.5¨N, 125˚41˙03.3¨E
멍석여 37˚37´48.7¨N, 125˚40˙44.0¨E
딴여
37˚38´21.8¨N, 125˚41˙06.9¨E
˚39´10.6¨N, 125˚40˙53.8¨E
농어여 37
37˚39´08.3¨N, 125˚40˙54.3¨E
37˚38´35.5¨N, 125˚42˙28.4¨E
˚38´28.5¨N, 125˚42˙22.4¨E
용이서 37
37˚38´26.7¨N, 125˚42˙22.0¨E
37˚38´27.1¨N, 125˚42˙09.6¨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로마자표기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동 동쪽 Jinchonsumeunnye
o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동 동쪽 Mulbeomnyeo
인천 옹진군 백아면 백아도
Mineoyeo
북서쪽 민어탄 부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시도
Jebiyeo
북부 곶 부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시도 Sidogeomeunnyeo
북부 곶 부근
Sindogeomeunnye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북동쪽
o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신도
남동쪽 곶 부근

Janggeoriyeo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오도
Sebaeyeo
남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부도 Bonguriyeo
남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부도
Bagajiyeo
남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부도 Madangyeo
서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Keundolgaeyeo
장봉도 동쪽 곶의 동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Jageunseojaeyeo
장봉도 북동쪽 곶의 북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Keunseojaeyeo
장봉도 북동쪽 곶의 북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Jugeunnyeo
장봉도와 부도 사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 구지도
Neomeunnyeo
남동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구지도 남쪽 Meongseogyeo
인천 옹진군 연평면 구지도
Ttannyeo
북동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남서쪽
Nongeoyeo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
남쪽 용이서
390

Yongi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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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대여
웬돌여
쐐기딴여
미기딴여
노른여
딴여
석무여
농어여
수해여
내삼여
큰여
부대여
독여
여편여
용담여
작은한여
노루여
송곳여
큰여
뒷여
남봉여
토끼여
행여
목여
마당여
방구여
궁굴여
매시랭이여
바닥여
돌덤여
매도랑여
송강여
배동여
차돌뱅이여

관

대표위치(WGS-84)
37˚38´38.2¨N, 125˚42˙59.4¨E
37˚38´42.1¨N, 125˚43˙09.9¨E
37˚42´01.0¨N, 125˚41˙27.8¨E
37˚40´57.0¨N, 125˚40˙31.7¨E
37˚34´55.8.0¨N, 125˚42˙46¨E
37˚36´23.0¨N, 125˚42˙02.3¨E
37˚38´54.9¨N, 125˚41˙19.8¨E
37˚17´03.4¨N, 126˚26˙59.2¨E
37˚17´17.8¨N, 126˚27˙43.1¨E
37˚15´07.2¨N, 126˚29˙30.6¨E
37˚13´27.9¨N, 126˚31˙09.9¨E
37˚13´47.6¨N, 126˚31˙35.0¨E
37˚13´48.9¨N, 126˚32˙09.9¨E
37˚13´51.3¨N, 126˚28˙55.6¨E
37˚14´53.0¨N, 126˚29˙14.5¨E
37˚12´50.8¨N, 126˚18˙13.8¨E
37˚13´55.3¨N, 126˚19˙56.3¨E
37˚11´46.2¨N, 126˚12˙52.3¨E
37˚11´30.1¨N, 126˚13˙00.6¨E
37˚08´46.0¨N, 126˚16˙08.6¨E
37˚08´50.3¨N, 126˚21˙39.5¨E
37˚11´05.8¨N, 126˚21˙40.8¨E
37˚14´03.2¨N, 126˚19˙10.6¨E
37˚09´45.9¨N, 126˚17˙49.6¨E
37˚09´19.9¨N, 126˚17˙09.1¨E
37˚16´25.1¨N, 126˚16˙51.0¨E
37˚15´45.6¨N, 126˚19˙12.9¨E
37˚23´48.0¨N, 126˚23˙05.4¨E
37˚22´40.2¨N, 126˚24˙22.7¨E
37˚23´17.5¨N, 126˚24˙11.1¨E
37˚24´52.8¨N, 126˚26˙23.4¨E
37˚22´14.0¨N, 126˚26˙53.7¨E
37˚22´53.1¨N, 126˚27˙14.2¨E
37˚24´21.7¨N, 126˚23˙40.4¨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인천 옹진군 연평면 모이도 남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모이도 동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미력리도 남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북서쪽 미기
부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남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서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용두 서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수해마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삼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남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남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남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용담리
인천 옹진군 자월면 간서 서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고도 남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벌도 부근
인천 옹진군 자월면 벌안도와
벌도 사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서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남동쪽 부도 부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북동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월암두 부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남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대이작도 남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묵통도와 자월도 사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외항두오 입암두 사이
인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인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서쪽
하나께해수욕장 남쪽
인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서쪽
하나께해수욕장 북쪽
인천 중구 무의동 매도랑과
수리봉 사이
인천 중구 무의동 소무의도 남동쪽
인천 중구 무의동 소무의도 북쪽
배동초 부근
인천 중구 무의동 실미도 북쪽
391

로마자표기
Daeyeo
Wendolyeo
Sswaegittannyeo
Migittannyeo
Noreunnyeo
Ttannyeo
Seongmuyeo
Nongeoyeo
Suhaeyeo
Naesamnyeo
Keunnyeo
Budaeyeo
Dogyeo
Yeopyeonnyeo
Yongdamnyeo
JageunHannyeo
Noruyeo
Songgosyeo
Keunnyeo
Dwinnyeo
Nambongyeo
Tokkiyeo
Haengyeo
Mokge
Madangyeo
Bangguyeo
Gungguryeo
Maesiraengiyeo
Badagyeo
Doldeomnyeo
Maedorangyeo
Songgangyeo
Baedongyeo
Chadolbaengi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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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가오리여
소라초
마당초
속초
가섬앞초
숨은초
주벅속초
지문초
가지초
서강모루초
소라초
소연초
북어초
해양지명
벗앞초
도리사퇴
하벌사퇴

관

대표위치(WGS-84)
37˚24´02.8¨N, 126˚23˙47.0¨E
37˚40´05.9¨N, 126˚23˙39.3¨E
37˚10´37.1¨N, 125˚59˙29.1¨E
37˚05´08.8¨N, 125˚58˙41.3¨E
37˚09´30.1¨N, 126˚00˙43.6¨E
37˚02´34.2¨N, 126˚01˙59.4¨E
37˚02´21.4¨N, 125˚59˙46.2¨E
37˚52´33.6¨N, 124˚41˙50.4¨E
37˚37´41.6¨N, 125˚39˙47.9¨E
37˚38´38.8¨N, 125˚40˙45.4¨E
37˚36´29.7¨N, 125˚40˙49.2¨E
37˚36´47.0¨N, 125˚42˙21.0¨E
37˚14´19.1¨N, 126˚20˙16.7¨E
대표위치(WGS-84)
37˚10´52.9¨N, 126˚17˙54.5¨E
37˚07´06.1¨N, 126˚38˙00.8¨E
37˚09´29.5¨N, 126˚13˙55.9¨E

보

2013. 1. 3.(목요일)

소재지
로마자표기
인천 중구 무의동 실미도와
Gaoriyeo
대무의도 사이
인천 강화군 삼산면
Soracho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Madangcho
굴업도 남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계도
Sokcho
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가도 Gaseomapcho
북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Sumeuncho
고군도 북동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북쪽 Jubeoksokcho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남쪽
Jimuncho
연봉바위 부근
인천 옹진군 연평면 가지도 북동쪽
Gajicho
인천 옹진군 연평면 남서쪽
Seogangmorucho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서쪽
Soracho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서쪽 Soyeoncho
인천 옹진군 자월면 고도 남동쪽
Bugeocho
소재지
로마자표기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북쪽 Beosapcho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Dorisatoe
도리도 부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Habeolsatoe
대이작도 남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9호․제2012-450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및 시
화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3년 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기간
세부사업명
비고
당 초
변 경
-한국산업기술대학 운동장 조성사업
2012.2～2012.12
2012.2～2013.6 기간연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 1991.11.05～2012.12.31 1991.11.05～2013.12.31 기간연장
개설사업(국도42호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 1992.12～2012.12.31 1992.12～2013.12.31 기간연장
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 다른 사항은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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