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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한반도 연안 측량이 최초로 이루어진 1787년부터 국권피탈이 일어난 1910년 이전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을 측량한

서양 국가가 해양지형을 인식하고 지명을 명명한 특성을 고유지명의 특징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 간행한 항해기 11권, 측량 보고서 5권, 해도 45점, 지명집 3권을 수집해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118개의 해양지명을 추출하고 유래를 조사하여, 지명 명명 유형을 묘사, 

감정평, 차용, 기념(인물, 선박, 일반명사)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은 178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의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해안별로 살펴보면 동해안의

경우 러시아에 의해 상세한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남해안은 영국을 중심으로, 서해안은 프랑스·영국·미국 등 여러 국가에 의해 

측량되었다. 둘째, 명명 유형의 경우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사례가 각각 46개(39%), 25개(21%)로 주요 명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묘사 15개(13%), 차용 13개(11%), 일반명사 기념 9개(8%), 감정평 유형 5개(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양 국가는 지명

명명에 있어 기념 유형을 선호하며, 특히 러시아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하면 기념 유형을 이용한 지명 명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강화도 조약 이전 시기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국과 러시아는 해양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인 반면, 프랑스, 미국은 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 해양지형, 해양지명, 고유지명, 지명유래, 명명 유형 분류, 계량적 접근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ming on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western countries during 1787 through 1910. In order to do this, firstly, we
collected 11 journals of voyages, 5 survey reports, and 45 nautical charts, and 3 gazetteers published by Britain,
France, Russia, and the U.S. Secondly, we chronologically summarized the history of hydrographic surve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se sources. Thirdly, 118 marine geographical names were extracted and the origins
of them were inferred. Lastly, we classified 118 marine geographical names into four types: descriptive, emotive,
shift, and commemorative (person, ship, non-living entity) in terms of name origin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hydrographic survey of the Korean peninsula began in France in 1787, and was actively conducted by Britain,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east coast was explored in detail by Russia, the south coast was conducted by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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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특정 장소나 지역에 붙은 이름을 통칭하는 지명은 계속 

변화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명에서 

특수한 지칭을 위한 단어를 고유지명이라고 부르며 지형

지물의 분류를 일컫는 부분을 속성지명이라 부른다

(UNGEGN, 2006). 그중 고유지명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태도 등 의미체계를 함유하고 있으며 당시의 자연

환경과 문화·역사·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체계이

기도 하다(김종혁, 2006). 따라서 과거 지명에 관한 연구는 

당시의 역사와 지명을 명명한 주체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지명을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육

상지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지도와 문헌 등 지명의 역사

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며 지명의 어원과 

역사적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

순배, 2004; 오일환·김기수, 2004; 김기혁·윤용출, 2006).

육상지형을 중심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고지도와 달리 

수심과 해양지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고해도는 과거 한반

도 인근 해역의 측량사와 해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

는 귀중한 자료로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도 고지도 

연구와 비교하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고해도

에 표기된 해양지명을 통해 해양지형 정보를 추출하여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나(안세진 등, 2019), 고유

지명 분석에서는 지형의 규모가 큰 바다, 특히 동해 지명

에 초점을 맞추거나 해양지형이 아닌 도서지명을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혜경, 2010; 김영수, 2013; 서

정철, 2013).

한반도 연안의 수로 측량과 해도 기록의 역사는 서양 국

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787년 프랑스에 

의해 울릉도 일대가 탐사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20세기 초

반까지 서양 국가들이 활발하게 한반도 연안 수로를 탐사

하였다. 측량 결과는 항해기, 측량 보고서, 해도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로 남았으나(La Pérouse, 1797; Broughton, 

1804; Krusenstern, 1826; Mcleod, 1818a; 1818b; Lindsay 

and Gutzlaff, 1834;  Belcher, 1848; Siebold, 1852), 이를 체

계적으로 연대기적 분석을 통해 서양 국가가 한반도 수로 

측량 역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박

경, 2015). 또한, 이러한 과거 측량 자료에는 서양식 지명

으로 한반도 인근 해양지형을 인식했던 역사가 담겨있는

데 이는 서양 국가의 수로 측량이 활발했던 19세기 당시 조

선의 쇄국정책과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제약으로 

서양은 그들 나름대로 서양식 지명을 새롭게 명명하고 해

도에 표기하였기 때문이다(문준일 역, 2014; Belcher, 

1848). 이 시기 서양 국가에 의해 명명된 지명의 특색을 유

형화하여 분석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태도 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명명 

유형 체계를 통해 지명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이 가능해진다(Tent and Blair, 2011).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상업(2003)은 고해

도에 담긴 역사적 내용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근해를 바라본 

서양인들의 인식을 정리하였고, 박경(2016)은 1860년대 

이후 러시아에 의해 제작된 한반도 주변 지도를 통해 당시 

한반도에 대한 지리정보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보았

다. 이외에도 고해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뿐만 아니라 

과거 서양 또는 일본에 의해 명명된 해양지명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박경·장은미, 2008; 2012; 임영태 등, 

2012; 박경, 2015). 하지만 이들 연구는 시간적 범위가 1860

년대까지로 제한적이거나(박경·장은미, 2012), 박경(2015)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사례를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

러 당시 명명된 해양지명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거

나 계량적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and the west coast was surveyed by France, UK, and the United States. Secondly, for naming types, commemorative
person type (39%) was the most preferred one, followed by commemorative ship (21%, descriptive (13%), shift 
(11%), non-living entity (8%), and emotive (4%) types. Thirdly, western countries preferred commemorative type
in naming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in particular, Russia and U.S were more concentrated in commemorative 
type than U.K and France were. Lastly, France and U.S showed decreasing trend of naming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after 1877, on the other hand, U.K and Russia showed an increasing trend.
Key Words : Marine geographical feature, Marine geographical name, Specific term, Name origin, Naming 

classification,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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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 의해 우리나라 해역이 

최초로 측량된 1787년부터 국권 피탈로 서양 국가의 측량

활동에 제한이 생긴 1910년까지 서양 국가가 한반도 연안

의 해양지명에 미친 영향을 고유지명의 명명 특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19세기 초반까지 한

반도 연안 해역을 측량한 서양 국가의 역사적 기록과 자료

를 측량 국가, 측량 시기, 측량 해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서양  국가에 의해 명명된 고

유지명의 유래를 조사하고, 명명 특색을 유형화한다. 마

지막으로 고유지명의 명명 유형에 따른 공간분포, 국가별, 

시기별 특색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총 4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양 국가가 간행한 항해기, 측량 보고서, 해도, 

지명집 수집 및 정리

1910년까지 서양 국가가 한반도 연안 해역에 미친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양 국가의 항해기(11권), 측량 보고서(5권), 해도(45점), 

지명집(3권)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

형별 자료 목록은 표 1과 같다. 이때 본 연구에 사용된 해도

는 특정 해역을 수로 측량한 뒤 처음으로 간행된 것들을 선

정하였으며, 이들 해도를 바탕으로 서양 국가에 의한 한반

도 연안 해양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측량 국가, 측량 연

도, 측량 선박(함장), 측량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확하

게 정리할 수 있었다.

2)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유지명 유래 

조사

앞서 표 1에 있는 목록에서 총 118개의 해양지명을 추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지명인 바다(Sea), 해만(Gulf, 

Golfe), 만(Bay, Baie, Заливъ, Порт), 포(Inlet, Cove, Anse, 

Бухта), 해협(Strait, Détroit), 수도(Channel, Sound, Reach), 

간출암(Rock, Roche)과 해저지명인 암초(Reef, Récif)와 사

퇴·천퇴(Bank, Banc)를 중심으로 고유지명을 추출하였

다(안세진 등, 2019). 당시 명명된 고유지명들은 종종 누가 

어느 시기에 측량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수

집한 해도 및 항해기, 측량 보고서, 지명집을 토대로 하여 

118개 해양지명의 고유지명 유래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항

해기나 측량 보고서에 고유지명의 유래가 직접 명시된 바

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명의 유래가 불분명하다. 유래가 

명시되지 않은 지명들의 경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양지명을 명명한 측량 국가, 측량 시기, 측량 선박, 함장

과 승선원 등의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래를 

추론하였다. 나아가 118개 지명에 대해 현재 지명, 과거 지

명, 과거 지명을 명명한 국가, 시기, 지명 유래, 위치정보를 

정리하여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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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집된 자료 목록 

유형 국가
출판

연도
제목 출처

항

해

기

영 1804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Broughton

영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Hall

영 1818
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s late ship Alceste, to the Yellow Sea, along the Coast of Corea, 
and through its Numerous Hitherto Undiscovered Islands

Hall

영 1818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2nd edition Mcleod

영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s on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Gützlaff

영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 Vol 1. Belcher

영 1880 Notes and sketches from the wild coasts of Nipon John

영 1902 On the Coasts of Cathay and Cipango forty Years Ago Blakeney

프 1797 Atlas du voyage de La Pérouse La Pérouse

러 1813 Voyag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1803, 1804, 1805, and 1806 Krusenstern

러 2014 전함 팔라다(Фрегат “Паллада”) 문준일(역)

측

량

보

고

서

영 1834
Report of Proceedings on a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2nd edition, London.

Lindsay and 
Gützlaff

영 1881 Report on Admiralty Surveys for the Year 1881 Evans

영 1882 Report on Admiralty Surveys for the Year 1882 Evans

영 1884 Report on Admiralty Surveys for the Year 1884 Wharton

프 1858 Annales Hydrographiques Année

해

도

영 1818
Track of H.M.S. ALCESTE and LYRA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PENINSULA of COREA 
(50.2×35.4cm)

영국

수로국
영 1840 The Peninsula of Korea (No.1258)

영 1842 Track of H.M.Ship Blonde Bourchier

영 1848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 Japan

영 1852 The track of a voyage to japan and corea Siebold

영 1856 Chart of Port Hamilton

영국

수로국

영 1859 Coast South of Chosan also Triangulation of Korea Strait (No.118, 132×87cm)

영 1861 Rough of Track Survey (Ross Id. To Port Hamilton) (No.102, 37×30cm)

영 1861 Ross I. to the Bate Group (No.104)

영 1861 Maury Group (No.105)

영 1861 Ross Island (Hearte) (No.106, 44×53cm)

영 1861 Port Hamilton and Adjacent Island (1:73,000)

영 1866 Tsia-Tung to Ailsa Craig (No.71)

영 1866 Soundings between China and Japan 

영 1871 Preliminary Chart Korea – Korean Archipelago Southern portion (No.104, 98×66cm)

영 1877 Korea Soundings obtained in the Korean Archipelago

영 1882 Korea S.E. Coast: Douglas inlet and Sir Harry parkes sound (No.1065)

영 1882 West coast of Korea Ferriers I° to Sho Tung To and Southern Entrance to Kang Hwa (No.1256)

영 1883 Korea West Coast Sir James Hall Group (92×73cm)

영 1883 Soundings H.M.S. Flying Fish 1882 & 1883 (95×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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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지명의 명명 유형 분류

과거 서양 국가에 의해 명명된 해양지명의 고유지명 명

명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Tent and Slatyer(2009)가 제안한 

지명의 명명 유형을 참고하였다. Tent and Slatyer(2009)가 

제시한 명명 유형은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초반 사이 여

러 유럽 국가들이 호주를 탐사하여 연안에 명명한 지명들

의 명명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따라

서 이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 서양 국가들이 

한반도 연안에 명명한 지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본 연구

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이 명명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표 1. 수집된 자료 목록(계속)

유형 국가
출판

연도
제목 출처

해

도

영 1884 Korea South-West Coast Murray Sound to Nan-San-Do (54x38cm)

영 1884 Korea West Coast Nan-San-Do to Ka-I-Do (34x54cm)

영 1885 Korea North West Coast Sir James Hall Group to Sho-Yön-Phyön Do (Sho Chung Tao) (1:176,380)

영 1888 Goshekvitch Bay, East Coast of Korea. (1:72,885)

프 1847 Korea folio I. (11.5×9.2cm)

프랑스 

수로국

프 1854 Côte Orientale de Corée (No.1467, 76.8×109cm)

프 1859 Carte de la presqu'ile de Corée (98×66cm)

프 1859 Reconnaissance De La Baie Younghin (Côte Orientale de Corée) (No.1811)

프 1868 Côte Occidentale de Corée – Plan de la rivière salée (No.2619, 1:34,300)

프 1868 Côte Occidentale de Corée – Carte des attérages sud-ouest de la rivière de séoul (No.2750)

프 1870 Côte Occidentale de Corée Croquis de L'entrée de la Rivière Ta-Tong 

프 1896
Archipel De Corée Groupe Cargodo Baie Nord de Cargodo Et Partie Nord Du Golfe De Shadwell 
(No.4958)

프 1896 Archipel De Corée Groupe Cargodo Rade De Cargodo Et Partie Sud Du Golfe De Shadwell

프 1903 Archipel De Corée Mouillages De L'ile Quelpaert (No.5226, 53x74cm)

러 1826 КАРТ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Krusenstern

러 1857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Й (31x28cm)

러시아 

수로국

러 1887 ЛИСТ 2(ОТ РОССЕТА ДО М. ЛИНДЕНА) (1:41,840)

러 1888 ПЛАНЫ К КАРТЕ СРЕДНЕЙ ЧАСТИ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Й (31×28cm)

러 1894
ЧАСТИ ВОСТОЧНА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от мыса болтина до порта шестакова) 
(No.428, 104×72cm)

러 1904 БУХТА ПАМЯТЬ ДЫДЫМОВА

러 1907 ЧАСТИ ВОСТОЧНА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No.480, 97×68cm)

미 1869 Ping-Yang Inlet (No.224, 1:28,000)

미국

수로국

미 1869 Approach to Ta-Tong River West coast Corea (No.226, 1:38,500)

미 1891 Korea South Coast Crichton Group Paon Do Monocacy Anchorage (No.1263, 1:20,000)

미 1893 Approaches to Chemulpo, Korea

지

명

집

영 1861
The China Pilot: The coasts of China, Korea, and Tartary; The sea of Japan, Gulfs of Tartary and Amur, 
and Sea of Okhotsk, Third edition

King

영 1873 The China Sea Directory. Vol. IV Jarrad

영 1884 The China Sea Directory. Vol. III Second edition Bullock

* 국가: 영(영국), 프(프랑스), 러(러시아), 미(미국)

** 해도 제목 속 괄호는 해도의 번호 및 축척 혹은 크기를 의미함. 해도에 축척 정보가 없거나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해도에 

한해 해도 크기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해도 크기는 실제 해도의 범위와 관련해서 축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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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인 118개 해양지명의 사례에 맞게 명명 유형

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명명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고

유지명의 명명 유형 분류와 관련한 내용은 III장 해양지형

의 명명 유형 분류에서 분류 기준과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4) 고유지명의 명명 유형에 따른 공간분포, 국가별, 

시기별 특성 분석

마지막으로 앞서 분류한 고유지명의 명명 유형을 국가

별로 개괄하여 특징을 살펴본 뒤,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

별 공간분포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서양 국가의 한반

도 연안수로 측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화도 조약 사건

을 기준으로 전후 명명 유형 특징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 특징을 지명 개

수를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향성을 해석함으로써, 

지명이 어떻게 당대의 사회·정치적 특성 속에서 명명되

었는지를 파악하였다.

II. 서양 국가에 의한 한반도 연안 측량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한반도 일대를 탐사하고 측량하여 간행한 항해기, 해도 

등을 바탕으로 국권피탈(1910년) 이전 서양국가의 한반도 

연안 해양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측량 국가, 측량 연도, 

측량 선박(함장), 측량 지역 측면에서 연대순으로 정리하

였다(표 2). 가장 먼저 한반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고 해도

를 간행한 국가는 프랑스로, 1787년 라 페루즈(La Pérouse) 

함장이 이끄는 라 부솔(La Boussole)호가 서해남부 다도

해 외측을 탐사하고, 대한해협을 지나 울릉도 부근을 조사

하여 항해기에 해도를 수록하였다(이상업, 2003; La Pérouse, 

1797). 그로부터 2년 뒤 1789년 콜네트(J. Colnett) 함장이 

이끄는 영국 아르고나우트(Argonaut)호가 부산 일대부터 

동해안 일대를 항해하였는데 이것이 영국이 한반도 일대

를 처음으로 측량하고 해도를 간행한 기록이다(Siebold, 

1852). 한편 러시아의 경우, 크루젠스턴(I.F. Krusenstern) 

함장이 이끄는 나데즈다(Nadezda)호가 대한해협을 통과

했다는 것이 해도에 기록된 최초의 한반도 해역 탐사 기록

이다(Krusenstern, 1826). 이처럼 한반도 연안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에 의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기 탐

사와 측량이 진행되었다. 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뒤늦게 한반도 연안을 측량하였는데 그 첫 기록은 1866년 

서해안에서 난파·좌초된 자국 선박과 관련하여 와츄세

트(U.S.S Wachusett)호와 셰넌도어(U.S.S Shenandoah)

호가 수로 측량한 것이다(이상업, 2003).

각 해안별로 서양국가의 한반도 연안 측량 기록을 구체

화하면, 먼저 동해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87년 프

랑스 라 페루즈(La Pérouse) 함장이 울릉도 부근을 조사한 

이후 1797년 브로우튼(W.R. Broughton) 함장의 프로비던

스(Providence)호가 두만강부터 부산에 이르는 해역을 측

량하였다. 훗날 동해안 해역을 측량하는 측량선들이 브로

우튼(W.R. Broughton) 함장을 기념하여 해협, 만 지형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한해

협 서수도(Broughton Strait), 동한만(Broughton Bay) 지

명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852년 프랑스 까프리시우스

(Capricierse)호가 동해안 조산만에서 대한해협에 이르는 

해역을 정밀 측량하였고, 1854년 러시아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가 뒤이어 동해안 조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해역을 측량하였다. 이후 동해안 해역 탐측은 주로 러시아

가 주도했는데 1886년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 

1887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 안나(Анна; Anna)호, 

1891년 나데즈다(Надежду; Nadezda)호, 1893년 비티아

스(Витязь; Vitias)호, 1893년 바브르(Бобр; Bobr)호, 1896

년 돈스코이(Донской; Donskoi)호 등 여러 선박이 한반도 

연안을 수로 측량하였다.

남해안은 1787년 프랑스 라 부솔(La Boussole)호, 아스

트롤라베(Astrolabe)호가 제주도 일대를 탐사한 것을 시

작으로 1797년 영국 프로비던스(Providence)호의 부산부

터 제주도 일대 측량, 1845년 영국 사마랑(H.M.S. Samarang)

호의 거문도 일대 측량, 1854년 러시아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의 거문도 정박, 1855년 영국 사라센(H.M.S. 

Saracen)호의 거문도 정밀 측량, 1859~1861년 영국 액테

온과 도브(H.M.S. Actaeon & Dove)호의 제주해협과 거문

도 일대 측량 등 초기에는 제주도와 거문도 일대를 중심으

로 측량 지역이 집중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당시 조선, 중

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상 교차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오일환·김기수, 2004; 김지은·양보경, 2010), 

거문도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의미

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최문형, 1997). 이후 1863

년 영국 스왈로우(H.M.S. Swallow)호의 외나로도부터 마

도해 일대 측량, 1878년 영국 에게리아(H.M.S. Egeria)호

의 제주도부터 부산 일대 측량을 비롯하여 남해안 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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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해기, 측량 보고서, 해도, 지명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한반도 연안 측량 기록) 

순번 국가
측량 

연도
측량 선박(영문) 함장(영문) 탐사/측량 지역 관련해도/참고문헌

1 프 1787
La Boussole, 

Astrolabe
La Pérouse 동남해안:　울릉도 ~ 제주도  La Pérouse(1797)

2 영 1789 Argonaut J. Colnett 동해안: 부산~울릉도 Siebold(1852)

3 영 1797 Providence W.R. Broughton
동해안: 두만강~부산

남해안: 부산, 제주도
Broughton(1804)

4 러 1804 Nadezda I.F. Krusenstern 대한해협 통과 Krusenstern(1826)

5 영 1816 H.M.S. Alceste, Lyra
M. Maxwell, 

B. Hall
서해안: 백령도, 비인만, 

거차군도

Mcleod(1818a; 1818b), 
Admiralty Chart(1818)

6 영 1832 Load Amherst Rees 서해안: 장산곶~안마도
Lindsay and Gutzlaff(1834)

Admiralty Chart No.1258(1840)

7 영 1840 H.M.S. Blonde & Pylades Bourchier 서해안: 철산반도 Admiralty Chart(1842)

8 영 1845 H.M.S Samarang Ed. Belcher
남해안: 거문도, 거금도, 

제주도

Belcher(1848)
Admiralty Chart(1848)

9 프 1846 Sabine Jean-Baptiste Cécille, 서해안: 고군산군도 Hyd. Fr. Chart(1847)

10 프 1847
La Gloire, 
La Victoire

Lapierre 서해안: 고군산군도 Hyd. Fr. Chart(1847)

11 프 1848 Liancourt
De Souza Galorte, dit 

Lopez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 정인철(2014)

12 프 1852 Capricierse Rocquemaurel 동해안: 조산만~대한해협 Hyd. Fr. Chart No.1467(1854)

13 러 1854 Pallada Putiatin
동해안: 두만강~영일만

남해안: 거문도
Hyd. Ru. Chart(1857)

14 프
1855~
1856

Virginie Guerin
동해안: 영흥만

서해안: 천수만~초도

Hyd. Fr. Chart No. 1811(1859)
Hyd. Fr. Chart No. 1173(1859)

15 영 1855 H.M.S. Saracen J. Richards 남해안: 거문도 Admiralty Chart(1856)

16 영 1859 H.M.S. Actaeon & Dove J. Ward

동해안: 울릉도

남해안: 거문도, 제주해협, 
부산항

서해안: 소흑산도

Admiralty Chart No. 118(1859)
Admiralty Chart No. 102(1861)
Admiralty Chart No. 104(1861)
Admiralty Chart No. 105(1861)
Admiralty Chart No. 106(1861)

Admiralty Chart (1861)

17 영 1863 H.M.S. Swallow Ed. Wilds 남해안: 외나로도~마도해 Admiralty Chart(1866)

18 영 1866 Emperor J.M. James 서해안: 강화도
Admiralty Chart No. 71(1866)

Admiralty Chart No. 1256(1882)

19 영 1866 H.M.S. Algerine G. White 서해안: 초도~격렬비열도 Admiralty Chart(1865)

20 프 1866 Primauguet Roze
서해안: 남양만, 강화도, 

영흥도

Hyd. Fr. Chart No. 2750(1868)
Hyd. Fr. Chart No. 2619(1868)

21 미 1866 U.S.S Wachusett R.W. Shufeldt 서해안: 장산곶~대동만 Hyd. U.S.A. Chart No. 226(1869)

22 미 1868 U.S.S Shenandoah J.C. Febiger 서해안: 초도수도 일대 Hyd. U.S.A. Chart No. 224(1869)

23 영
1876~
1877

H.M.S. Sylvia St.John, Bax
서해안: 거차수도 일대, 

흑산도

남해안: 거제도 일대

Admiralty Chart(1877)

24 영 1878 H.M.S. Egeria Douglas 남해안: 제주도~부산 Poole and Dickins(1894)

25 영
1882~
1884

Flying Fish
R.F. Hoskyn, 
J.P. Maclear

서해안: 격렬비열도, 
위도~법성포, 

안마도~조도포, 백령도, 
대청군도, 순위도 묘지

Admiralty Chart(1883a, 1883b; 
1884a; 1884b; 1885)

26 영 1882 Magpie A. Carpenter 남해안: 부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2017)

27 영 1883 Vigilant G.O. Wills 한영수호통상조약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2017)

28 미 1884 U.S.S. Juniata 미상 서해안: 제물포 Hyd. U.S.A. Chart(1893)

29 러 1886 Kreisser A.A. Ostolopov
동해안: 무수단~마양도

남해안: 거제도 일대

Hyd. Ru. Chart(1888)
Hyd. Ru. Chart No. 428(1894)

30 영 1887 H.M.S. Sapphire 미상
남해안: 거문도, 
거제도 일대

Royle(2016)
국사편찬위원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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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탐사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그 이후 서양 국가

의 측량은 거제도 일대, 진해만 일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1886년 러시아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

호의 거제도 일대, 1887년 영국 사파이어(H.M.S. Sapphire)

호의 거문도, 거제도 일대, 1894년 러시아의 자비키아(Заб

ияка; Zabikia)호의 거제도 일대, 1895년 프랑스 엘거

(Alger)호의 거제도, 통영해만 일대, 1895년 러시아 나히

모프(Нахимов; Nakhimov)호, 모노마흐(Мономах; Mono-

makh)호의 진해만 일대 측량이 그 예이다. 이는 1885년 영

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 

러시아의 측량 결과로 볼 수 있다(박지현, 2014).

마지막으로 서해안은 1816년에 이르러 영국에 의해 탐

사가 본격화되었는데 1816년 알세스트(H.M.S. Alceste)

호와 리라(Lyra)호는 백령도, 비인만, 거차군도 일대를 정

밀 측량하였고, 1832년에는 교역과 포교를 목적으로 로드 

암허스트(Load Amherst)호가 장산곶~안마도 일대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김원모, 2004; Mcleod, 1818a; 1818b; 

Lindsay and Gutzlaff, 1834). 프랑스는 1846년 프랑스인 

선교사 처형에 대한 항의서 전달과 회신을 목적으로 홍콩

을 떠나 고군산군도를 향해 항해하여 탐사하던 중 이곳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해 고군산군도 근처에서 좌초하였다(이

상업, 2003). 이후 서해안 지역은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활

발하게 측량되었다. 프랑스 비르지니(Virginie)호, 프리모

케(Primauguet)호, 영국 상선 엠퍼러(Emperor)호, 엘저린

(H.M.S. Algerine)호, 실비아(H.M.S. Sylvia)호, 플라잉 피

쉬(H.M.S. Flying Fish)호 등 다양한 선박이 연안을 드나들

며 측량을 수행하였다. 특히 영국의 플라잉 피쉬(H.M.S. 

Flying Fish)호는 1882~1884년에 이르기까지 위도에서 법

성포, 안마도에서 조도포, 백령도, 대청군도, 순위도 묘지

에 이르기까지 넓은 해역을 정밀 측량하여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수로정보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볼 때,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서해안 일대에 초점

을 맞춰 측량하였는데 와츄세트(U.S.S Wachusett)호의 장

산곶에서 대동만 일대 측량을 시작으로 셰넌도어(U.S.S 

Shenandoah)호는 초도수도 일대, 주니아타(U.S.S. Juniata)

호는 제물포 일대, 모노카시(U.S.S. Monocacy)호는 진산

리포 일대를 측량하였다.

이처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양 국가는 1787년 

프랑스가 한반도 해역을 탐사한 이래로 1901년까지 약 114

년 동안 한반도 연안을 활발히 측량하였으며, 항해기, 해도

표 2. 항해기, 측량 보고서, 해도, 지명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한반도 연안 측량 기록) (계속)

순번 국가
측량 

연도
측량 선박(영문) 함장(영문) 탐사/측량 지역 관련해도/참고문헌

31 영 1887 H.M.S. Audacious 미상 동해안: 조산만 Admiralty Chart(1888)

32 러 1887 Sivuch A.A. Kornilov 동해안: 두만강~낙산만 Hyd. Ru. Chart(1887)

33 러 1887 Аnna 미상 동해안: 낙산만 이상업(2003)

34 러 1888 Vitias Makalof 동해안: 신포항~영흥만 Hyd. Ru. Chart No. 480(1907)

35 미 1891 U.S.S. Monocacy M.L. Johnson 서해안: 진산리포 Hyd. U.S.A. Chart No. 1263(1891)

36 러 1891 Nadezda Akim Didimov 동해안: 울산 Hyd. Ru. Chart(1904)

37 러 1893 Vitias 미상 동해안: 퇴조만 및 화도 Hyd. Ru. Chart No. 480(1907)

38 러 1893 Bobr 미상 동해안: 영일만 이상업(2003)

39 러 1894 Zabikia 미상
동해안: 신포항~영흥만

남해안: 거제도 일대
국사편찬위원회(2007)

40 프 1895 Alger M. Bouet 남해안: 거제도, 통영해만
Hyd. Fr. Chart No. 4958(1896)

Hyd. Fr. Chart(1896)

41 러 1895 Nakhimov 미상
동해안: 신포항~영흥만

남해안: 진해만 일대
국사편찬위원회(2007)

42 러 1895 Monomakh 미상 남해안: 진해만 일대 국사편찬위원회(2007)

43 러 1896 Donskoi 미상 동해안: 영흥만 이상업(2003)

44 영
1896~
1899

H.M.S. Centurion 미상 동해안: 송전만 일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2017)

45 프 1901 l'Alouette M. Belloy 남해안: 제주도 Hyd. Fr. Chart No. 5226(1903)

* 국가: 영(영국), 프(프랑스), 러(러시아), 미(미국)

** 러시아어는 영어식 표기를 이용함 



서양국가에 의한 한반도 연안측량과 고유지명 명명 유형 분석: 1787~1910년 시기를 중심으로

- 25 -

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1910년 국

권피탈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서양 국가는 한반도 

연안을 직접 측량하기보다는, 주로 일본에서 측량하여 간

행한 해도를 복제하여 간행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

III. 해양지형의 명명 유형 분류

1. 명명 유형의 분류 기준

수집된 자료에서 118개의 해양지명을 추출한 뒤, ‘누가’, 

‘언제’, ‘왜’ 명명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명명국가, 명명시기, 

측량 선박과 관련된 선원 정보를 이용해 유래를 추론하였

다. 유래 분석을 바탕으로 고유지명의 명명 유형은 크게 

묘사, 감정평, 차용, 기념 등 네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사용한 기준은 표 3과 같다. 먼저 묘사 유형은 대상 지

형의 형태와 색, 물리적인 특성, 지형의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 개수 등을 서술한 고유지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감

정평 유형은 대상 지형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감정평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사례에 적용되었다. 또한 차용 유

형은 기존 지리적 실체의 이름을 차용한 경우로, 인접 지

명이나 다른 지역의 지명에서 차용해 해양지명을 명명한 

사례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념 유형은 특정 인물의 

이름, 선박 이름, 일반명사를 해양지명 명명에 활용한 경

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물 기념 유형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라고 명시된 문헌을 

근거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근거가 명시된 경우는 제한적

이며, 이 경우에는 당시 특정 지형을 측량한 선박, 측량 시

기를 고려하여 해당 해양지명과 측량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을 비교해 유래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

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박 기념 유형은 해당 지형을 

탐사/측량한 선박 이름이나 특정 지형에서 좌초한 선박 이

름을 비교해 유래를 추론하고, 지명의 명명 유형을 분류하

였다, 마지막으로 일반명사 기념 유형은 인물과 선박 이름

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 명사를 이용해 지명을 명명한 

경우를 기준삼아 사례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문헌조사를 

통해 유래를 추론할 수 없는 경우는 명명 유형을 분류할 수 

없어 불확실로 분류하였다.

2. 명명 유형별 해양지명 사례분석

앞서 설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118개 해양지명을 분류한 

통계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분류(묘사, 감정평, 차용, 기

그림 2. 일본에서 간행한 해도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1939

년 간행한 해도 제목과 설명 부분 예시(Admiralty Chart 

No. 1558, 1936)

표 3. 해양지형의 명명 유형 분류 기준(Tent and Slatyer, 2009 

수정)

명명 유형 해양지형의 명명 유형 분류 기준

1. 묘사

∙지형의 형태와 색(예. 크다, 하얀색 등)
∙물리적 특성(예. 수심이 얕음, 정박지 등)
∙지형의 상대적 위치(예. 입구, 중간 등)
∙상대적 방향(예. 동, 서, 남, 북)
∙개수(예. 1개)

2. 감정평

∙긍정적인 감정평을 나타내는 단어(예. 희

망 등)

∙부정적인 감정평을 나타내는 단어(예. 속임

수 등)

3. 차용
∙다른 지역의 지명

∙인접 지형지물의 지명

4. 
기

념

4.1 
인물

∙탐사/측량에 참여한 인물

∙측량과 관련이 없지만 기념비적인 인물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

4.2 
선박

∙탐사/측량관련 선박 이름

∙해당지형에서 좌초한 선박 이름

∙선박으로 추정되는 이름

4.3 
일반

명사

∙인물, 선박과 관련이 없고 일반명사를 이용

(예. 고양이, 노 젓는 사람 등)

5. 불확실 ∙유래를 알 수 없음

그림 3. 명명 유형별 해양지명 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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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기준에서는 기념 유형이 80개(68%)로 가장 주요한 명

명 방법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수가 많은 기념 유형은 소

분류(인물, 선박, 일반명사)로 나누어 사례 수와 비율을 살

펴보았다. 인물 기념이 46개(39%)로 가장 많았고, 선박 기

념이 25개(21%), 일반명사 기념이 9개(8%)로 그 뒤를 이었

다. 그 다음으로 묘사 유형이 15개(13%), 차용 유형이 13개

(11%), 감정평 유형과 불확실 유형이 각각 5개(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양 국가가 한반도 

연안을 측량한 뒤 지명을 명명할 때는 특정 인물이나 선박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명명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묘사 유형

묘사 유형의 지명은 대상의 모양, 특성, 형태 등을 서술

한 것으로, 지명을 부여하는 사람의 관찰과 느낌을 표현하

는 장소의 인식으로부터 명명된다(주성재, 2018). 묘사 유

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15개로 표 4에 구체적인 지명과 

유래 관련 설명을 정리하였다. 주로 영국이 명명한 지명이 

묘사 유형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숄 걸프(Shoal Gulf), 롱 

리치(Long Reach)처럼 지형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명

명하거나, 노스 베이(North Bay), 이스트 베이(East Bay)와 

같이 상대적 방향을 나타내는 고유지명이 있다. 특히 숄 

걸프(Shoal Gulf)는 1832년 7월 중순 영국 동인도회사 소

속의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가 안면도와 충청도 

사이의 얕은 해역을 발견한 뒤 명명한 지명이다. 현재 이 

지형에 명명된 지명인 천수만(淺水灣)은  ‘얕은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 명명한 지명을 한자로 

훈차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한상

복, 2010). 또한 롱 리치(Long Reach)는 현재 장직로(長直

路)로 불리고 있으나 2016년에 진행된 현지지명 조사결과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지명 유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명명된 

서양식 지명을 한자로 훈차하여 현재까지 해도에 표기되

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16).

2) 감정평 유형

감정평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5개로 표 5는 구체적

인 사례를 보여준다. 긍정적인 감정평은 ‘희망’이라는 단

어를 사용한 베 두 레스페란스(Baie de l'Espérance, 신전

포)가 사례이고, 나머지 4개는 모두 ‘기만’, ‘속임수’라는 부

정적 의미의 단어와 관련된 지명으로 나타났다. ‘기만’, ‘속

표 4. 묘사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Shoal Gulf(천수만) Shoal은 ‘물이 얕은 곳’을 의미(수심이 얕은 해역을 묘사) 1840

2 영국 Foul Bay(성산포) Foul은 ‘밧줄을 얽매다’라는 의미(배를 정박하는 곳을 묘사) 1848

3 영국 N.W.Rocks(소발서) 상태도를 기준으로 암초가 북서쪽에 위치 1877***

4 영국 Middle Rock(연봉옆여)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 위치, Middle은 ‘중앙’을 의미 1882***

5 영국 MidChart Rock(소녀초) MidChart는 ‘해도 중심’을 의미하는데 암초가 해도 중심에 위치 1884***

6 영국 Entrance R.K(반구여) Entrance는 ‘입구’를 의미 1884***

7 영국 Gale Bay(-)* Gale은 ‘강풍’을 의미 1884***

8 영국 North Bay(대진만) North는 ‘북’을 의미 1888

9 영국 East Bay(-)* East는 ‘동’을 의미 1888

10 영국 Récif du Chenal(돋힌여)** Chenal은 ‘수로’를 의미, Récif는 ‘암초’를 의미 1893

11 영국 Shallow Bay(-)* Shallow는 ‘얕다’라는 의미 1893

12 프랑스 Rade du Lion(거제만) Lion은 ‘사자’, ‘용맹함’을 의미, 라드(Rade)는 ‘정박지’를 의미 1896

13 러시아 Доковой Бухты(갈마포) 도카비(Доковой)는 ‘정박지’라는 의미 1897

14 불확실 Long Reach(장직로) Long은 ‘긴’을 의미, Reach는 ‘(수로)구간’을 의미 1893

15 불확실 Belam Channel(금오수도) Belam은 ‘타격’, ‘쾅 하는 충돌(bang)’이라는 의미 1896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해당지명이 추출된 해도가 프랑스가 영국해도를 번역하여 간행한 해도이기 때문에 지명을 명명한 국가를 영국으로 판단하였음.

*** 간행 연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도의 경우 측량연도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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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라는 단어로 명명된 한 지명의 유래를  프랑스의 측량 

보고서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프랑스가 현재 삼길포 지역

을 베 디셉션(Baie Déception)이라고 명명했던 이유는 측

량 당시 해당 만입지형이 깊고 좁은 수로처럼 생겨 이를 내

륙으로 이어지는 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Année, 1858; 

King, 1861)

3) 차용 유형

표 6은 차용 유형으로 분류된 13개의 해양지명 사례를 

나타낸다. 차용 유형은 인접한 지리적 실체의 지명을 차용

하여 해도에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지명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하게 해주는 정보 제공의 근원이 된다

(주성재, 2018). 구체적으로 표기된 지명이 외래지명인가 

아닌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전자는 이미 서양 국가들

에 의해 외래지명이 부여된 인근 지리적 실체의 지명을 차

용한 경우이다(표 6의 순번 10~13 사례). 예를 들면, 1854

년 프랑스 비르지니(Virginie)호는 천수만에서 초도에 이

르는 해역을 측량하면서 가로림만 북쪽에 위치한 사퇴에 

벙 샤세리오(Banc Chasseriau)의 지명을 명명하였다(샤

세리오(Chasseriau)는 프랑스 화가 이름으로 추정됨, 現 

장안사퇴)(그림 4a). 그 이후 1866년 프랑스 프리모케

(Primauguet)호는 남양만에서 강화도에 이르는 해역을 측

량하면서 벙 샤세리오(Banc Chasseriau, 現 장안사퇴) 북

쪽에 위치한 간출암 지형을 발견하고 로쉐 샤세리오

(R.Chasseriau, 現 장안서)라는 지명을 명명하였다(그림 

4b). 즉, 이는 과거 비르지니(Virginie)호가 명명한 지명을 

표 5. 감정평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Deception Bay(제주항) Decption은 ‘기만’, ‘속임수’라는 의미 1848

2 영국 Deceitful Reef(멍석여) Deceitful은 ‘기만적인’을 의미하는 단어 1866

3 프랑스 Baie Déception(삼길포) Déception은 ‘기만’, ‘속임수’라는 의미 1859

4 프랑스 Baie de l'Espérance(신전포) Espérance는 ‘희망’이라는 의미 1896

5 프랑스 Baie Déception(하둔포) Déception은 ‘기만’, ‘속임수’라는 의미 1896

표 6. 차용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Herschel Cove(-)* Herschel Island(외나로도) 주변에 위치 1871

2 영국 Washington Strait(명량수도) Washington Gulf(마로해) 주변에 위치 1884**

3 영국 Single Channel(맹골수도) Single Island(맹골도) 주변에 위치 1888

4 영국 Massanpo Reach(마산만) 인접 지명인 마산포의 이름 1893

5 영국 Ung Chon Bay(웅천만) 인접 지명인 웅천만의 이름 1893

6 영국 Baie Anguk(행암만) 인접 지역인 안곡반도의 이름 1893

7 영국 Kusan Chin Bay(-)* 인접 지명인 구산면의 이름 1893

8 영국 Mado Passage(마도수도) 인접 지명인 마도동의 이름 1893

9 영국 Cargodo Gulf(거제만) Cargodo(거제도) 남서쪽에 위치 1895 이전

10 프랑스 Baie Younghing(영흥만) 인접 지명인 영흥을 의미 1854

11 프랑스 R.Chasseriau(장안서)
Banc Chasseriau(장안사퇴) 주변에 위치. 샤세리우

(Chasseriau)는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샤세리오

(Théodore Chassériau)의 이름으로 추정

1868

12 프랑스 Baie du Boudha(미륵포) 인접 지명인 미륵도와 관련, Boudha는 ‘부처’를 의미 1896

13 불확실 Golfe de Corée(동한만) Golfe de Corée는 조선의 해만이라는 의미 1854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간행 연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도의 경우 측량연도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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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해 프리모케(Primauguet)호가 새로 발견한 지형에 지

명을 붙인 것이다. 후자는 주로 당시 지역주민들에 의해 

불리던 인근의 육상지명을 차용한 경우이다(표 6의 순번 

1~9번 사례). 단, 이 경우는 서양 국가가 인접한 육상 지명

을 이용해 새롭게 명명한 것인지 현지 주민들이 부르는 지

명을 옮겨 표기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마도

수도의 경우 영국이 인접지명인 마도동의 이름을 따서 마

도수도 일대를 마도 패시지(Mado Passage)로 새롭게 명명

하여 해도에 표기한 것인지 혹은 지역주민들이 그 해역을 

마도수도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표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 기념 유형

(1) 인물 기념

기념 유형 중 사람이름을 이용한 명명 사례는 총 46개이

며, 표 7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국가별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과 러시아는 측량과 관련한 인물

을 이용해 명명한 사례가 많은 반면, 프랑스는 기념비적인 

인물, 특히 나폴레옹과 관련한 인물들을 기념한 사례가 특

징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사례수가 2개밖에 되지 

않아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선박 기념

선박을 기념하여 명명된 지명은 25개로 표 8은 구체적

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그 중 24개는 해당 해역을 측량

한 선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지명을 이용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비티아스 락(Vitias Rk)의 경우 1894년 러시아 선

박 비티아스(Витязь; Vitias)호가 암초에 좌초된 사건을 바

탕으로 해당 암초에 선박 이름이 붙여졌다(이상업, 2003).

(3) 일반명사 기념

기념 유형 중 일반명사를 이용한 명명 사례는 총 9개이

며, 표 9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 유형은 프랑스에

서 다른 국가보다 특징적으로 이용하여 명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특징을 요약하면, 묘사 유형은 해당 지형의 특색, 

위치, 방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특색을 이용해 지명을 명명하는 것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항해를 하면서 해당 지형의 특징을 전달하고, 

항행의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

정평 유형은 해당 지형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묘사 유

형과 마찬가지로 훗날 이 지형을 측량하는 다른 탐사대원

들에게 지형의 독특한 특징(예를 들면, 강 하구로 연결되

는 수로로 착각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

로 지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용 유형의 경우 주

변 현지 지명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와 서양국에 의해 명명

된 서양식 지명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 또

한 해당 지형과 인근 지형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념 유형은 지명 명명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해

석할 수 있다. 첫째, 언어 장벽 및 당시 조선의 외국과의 통

상금지 국법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둘째, 당시 해도를 제작

하던 사람들의 국민적 자부심 및 국가 정체성 확립이 그 이

유가 될 수 있다. 해당 해역을 항해했던 선원 및 선박뿐만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 학자 등의 이름을 따 명명하는 것

그림 4. 서양 국가에 의해 명명된 기존 지형의 이름을 차용하여 주변 지형에 이름을 명명한 사례

a) 1854년 프랑스 비르지니(Virginie)호에 의해 명명된 Banc Chasseriau(現 장안사퇴), b) 1866년 프랑스 프리모케

(Primauguet)호에 의해 명명된 R.Chasseriau(現 장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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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물 기념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Murray Sound(거차수도)
1816년 영국 알세스트(H.M.S. Alceste)호 함장 머레이 멕스웰(Murray 
Maxwell)(1775~1831)의 이름

1818

2 영국 Basil's Bay(비인만)
1816년 영국 군함 리라(Lyra)호의 함장 바실 홀(Basil Hall)(1788~1844)
의 이름

1818

3 영국 Hooper Bay(서귀포항) 1845년 영국 사마랑(H.M.S. Samarang)호의 선원 이름 1848

4 영국 Douglas Inlet(가덕수도)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액테온과 도브

(H.M.S. Actaeon & Dove)호 혹은 스왈로우(H.M.S. Swallow)호의 선

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59

5 영국 Ashby Inlet(낙동포)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액테온과 도브

(H.M.S. Actaeon & Dove)호 혹은 스왈로우(H.M.S. Swallow)호의 선

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59

6 영국 Shadwell gulf(통영해만)
1856년 하이플라이어(H.M.S. Highflyer)호의 함장 쉐스웰(C. Shadwell) 
(1814~1886)의 이름

1859

7 영국 Washington gulf(마로해)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스왈로우(H.M.S. 
Swallow)호의 선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66**

8 영국 Salamis reef(변서)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액테온과 도브

(H.M.S. Actaeon & Dove)호의 선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71

9 영국 Willes Gulf(여수해만) 영국 해군 장교 윌레스(Sir G.O Willes)(1823–1901)의 이름 1871

10 영국 Purvis Inlet(대방수도)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액테온과 도브

(H.M.S. Actaeon & Dove)호의 선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71

11 영국 Havergal R.k(넓은여) 1876년 영국 실비아(H.M.S. Sylvia)호 중위 헤버갈(A. Havergal)의 이름 1877**

12 영국 Broughton Bay(영흥만)
1797년 영국 프로비던스(Providence)호 함장 브로우튼(W.R. Broughton) 
(1762~1821)을 기념

1879

13 영국 Gunn Chan(장죽수도)
1882~1884년 영국 플라잉 피쉬(H.M.S. Flying Fish)호 해군 중위 군

(G.S. Gunn)의 이름
1884

14 영국 Lyne Sound(정등해)
1882~1884년 영국 플라잉 피쉬(H.M.S. Flying Fish)호 해군 소위 라인

(W.O. Lyne)의 이름
1884

15 영국 (Male)Meyer rock(왜몰초)
해도의 간행 시기와 측량 지역을 고려했을 때 영국 스왈로우(H.M.S. 
Swallow)호의 선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1888

16 영국
SIR HARRY PARKES 
SOUND(부도수도)

1875년 거문도 점거를 본국정부에 제의한 주일 영국공사 해리 파크

스(Sir Harry Parkes)(1828~1885)의 이름
1893

17 영국 Frederick Rock(마당여)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1893

18 영국 Ferguson Cove(-)*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1893

19 영국 Balfour Rock(-)*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1893

20 영국 Carpenter B.(앵강만)
1882년 영국 맥파이(Magpie)호의 해군대위 카펜터(A. Carpenter) 
(1859–1910)의 이름

1905

21 영국 Pender Rk.(추서)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1905

22 프랑스 Baie Broughton(함흥만)
1797년 영국 프로비던스(Providence)호 함장 브로우튼(W.R. Broughton) 
(1762~1821)을 기념

1854

23 프랑스 Banc Chasseriau(장안사퇴)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샤세리오(Théodore Chassériau)(1819~1856) 
이름으로 추정

1859

24 프랑스 Baie Joachim(-)*
나폴레옹 1세(Napoléon I)(1769~1821)의 여동생 케롤라인 보나파르

테(Caroline Bonaparte)(1782~1839년)의 남편 조아생 뮈라(Joachim 
Murat)(1767~1815) 제독의 이름

1859

25 프랑스 Baie Caroline(가로림만)
나폴레옹 1세(Napoléon I)(1769~1821)의 여동생 케롤라인 보나파르

테(Caroline Bonaparte)(1782~1839)의 이름, 이후 이것이 加露林으로 

한자화(송원오, 20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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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물 기념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계속)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26 프랑스 Golfe du Pr.ce Jérôme(아산만)
나폴레옹 1세(Napoléon I)의 남동생 제롬 왕자(Prince Jérôme) 
(1784~1860)의 이름 

1859

27 프랑스 Baie le Boulleur(고현성만) 1895년 프랑스 군함 엘거(Alger)호의 중위 보울러(Boulleur)의 이름 1896

28 러시아 Заливъ Броутона(동한만)
1797년 영국 프로비던스(Providence)호 함장 브로우튼(W.R. Broughton) 
(1762~1821)을 기념

1826

29 러시아 Бухты Унковского(영일만)
1854년 러시아 기함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의 함장 운코프스키

(Унковского; Unkovsky)의 이름
1857

30 러시아 Бухта Гaшкeвича(조산만)
1854년 러시아 기함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의 제독 비서로 탑승

한 러시아 문학가이자 통역관인 고스케비치(Гaшкeвича; 
Goshkevich)(1814~1875)의 이름

1857

31 러시아 Порта Лазарева(송전만)
1854년 러시아 기함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의 제독 라자레프(Ла
зарева, Lazarlef) 이름

1857

32 러시아 Бухта Егермана(가이대만)
1887년 러시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의 중령 Егермана(E.G. 
Yegerman)의 이름

1887

33 러시아 Заливъ Корнилова(나진만)
1887년 러시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의 중위 코닐로프(Корнилро
в; A.A Kornilov)의 이름, 혹은 태평양 함대 해군소장 코닐로프(Корн
илров; Kornilov)의 이름

1887

34 러시아 Бухта Степанова(쌍포만)
1887년 러시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의 중위 스테파노프(Степано
ва; A.I. Stepanov)의 이름

1887

35 러시아 Бухта Тизенко(용저만)
1887년 러시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의 선원 티젠코(Тизенко; 
P.D. Tizenko)(1858~1918)의 이름

1887

36 러시아 Бухта Бутаковa(굴포)
러시아 해군 제독 부타코프(Бутаковa; G.I. Butakov)(1861~1917)의 

이름
1888

37 러시아
Бухты 

Остолоповa(차호만)
1886년 러시아 순양함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 함장 오스텔

로포프(Остолоповa; A.A. Ostolopov)(1837~?)의 이름
1888

38 러시아
Бухта Память 

Дыдымова(울산만)

1890년 러시아 포경선 나데즈다(Надежду; Nadezda)호의 중위 아킴 

디디모프(Аким Дыдымов; Akim Dydymov)의 이름을 기념, 파마띠(П
амять)는 '기억(Memory)'이라는 의미

1890**

39 러시아 З. Плаксина(성진만)
1886년 러시아 순양함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 대위 플라스

킨(Плаксина; A.P. Plaskin)의 이름
1894

40 러시아 Бухта Корнилов(문암리만)
1886년 러시아 순양함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 선원 코닐로

프(Корнилов; A.A. Kornilov)의 이름
1897

41 러시아 Бухта Нахимова(중흥리만)
1886년 러시아 순양함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 선원 나히모

프(Нахимова; Nakhimov)의 이름
1897

42 러시아 Залив Зарина(함흥만)
1893년 러시아 순양함 비티아스(Витязь; Vitias)호의 선원 자린(Зарин
а; Zarin)의 이름

1897

43 미국 Philips Rock(구미전서)
1866년 미국 와츄세트(Wachusett)호의 해군대위 필립(J.W. Philp) 
(1840~1900)의 이름

1867

44 미국 Febigers Channel(초도수도)
1868년 미국 셰넌도어(U.S.S Shenandoah)호 함장 페비거(J.C. 
Febiger)(1821~1898)의 이름

1868**

45 불확실 Бухта Венсанл(덕원만)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1889

46 불확실 Бухта Пaновa(창진만)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사람이름으로 추정***, 혹은 러시아에 파노프

(Пaновa, Panov)라는 지명이 있음
1907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간행 연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도의 경우 측량연도로 표기함.

*** 선박 이름 혹은 일반명사로 볼 수 없으며 현재에도 사람 이름 혹은 사람 이름을 딴 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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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박 기념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Pylades Shoal(북이주) 1840년 필라데스(H.M.S. Pylades)호의 이름 1840***

2 영국 Samarang Rock(잣새기여) 1845년 영국 사마랑(H.M.S. Samarang)호의 이름 1848

3 영국 Saracen Rock(양암) 1855년 영국 사라센(H.M.S. Saracen)호의 이름 1859

4 영국 Emperor Reach(교동수도) 1866년 영국 상선 엠퍼러(Emperor)호의 이름 1866

5 영국 Leven Rf.(복사초) 영국 레븐(H.M.S. Leven)호의 이름 1871

6 영국 Socotra Rock(이어도)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의 이름 1877

7 영국 Sylvia Rk(여리초) 1876년 영국 실비아(H.M.S. Sylvia)호의 이름 1877***

8 영국 Flying fish Channel(반도수도) 1882~1884년 영국 플라잉 피쉬(H.M.S. Flying Fish)호의 이름 1883***

9 영국 Audacious Sound(웅기만) 영국 어데셔스(H.M.S. Audacious)호의 이름 1888

10 영국 Mutine Bay(마정만) 1887년 영국 뮤틴(Mutine)호 이름 1888

11 영국 Sylvia Bay(진해만) 1877년 영국 실비아(H.M.S. Sylvia)호의 이름 1893

12 프랑스 Baie Virginie(송전만) 1857년 프랑스 군함 비르지니(Virginie)호의 이름 1859

13 프랑스 Banc du Tardif(-)* 1866년 프랑스 타르디프(Tardif)호의 이름 1867

14 프랑스 Baie de l'Alouette(-)* 프랑스 알루에트(Alouette)호의 이름 1903

15 러시아 Kreisser(딴초)** 1885년 러시아 순양함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 Kreisser)호의 이름 1885***

16 러시아 Бухта Анна(낙산만) 1887년 러시아 군함 안나(Анна; Anna)호의 이름 1887

17 러시아 Бухта Сибуч(사진만) 1887년 러시아 시부치(Сибуч; Sivuch)호의 이름 1887

18 러시아 Бухта Донской(장치곶만) 1888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Донской; Donskoi)호의 이름 1888***

19 러시아 Витязь(쌍정초) 러시아 순양함 비티아스(Витязь; Vitias)호가 좌초 1889

20 러시아 Бухта МономахБ(양화만) 1895년 러시아 모노마흐(Мономах; Monomakh)호 이름 1890

21 러시아 Rade de la Pallas(이원만)**
1854년 러시아 기함 팔라다(Паллада; Pallada)호의 이름. Pallas가 

팔라다(러시아어, Pallada)의 영문 표기
1892

22 러시아 Vitias Rk.(비티아스암)** 1888년 러시아 순양함 비티아스(Витязь; Vitias)호의 이름 1899

23 러시아 Бухты Витязь(퇴조만) 1893년 러시아 순양함 비티아스(Витязь; Vitias)호의 이름 1907

24 미국 Wachusett Bay(목동만) 1866년 미국 와츄세트(U.S.S. Wachusett)호의 이름 1867

25 미국 Monocacy Anchorage(진산리포) 1891년 미국 모노카시(U.S.S. Monocacy)호의 이름 1891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해당 지명이 기록된 러시아 해도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유래를 근거로 러시아가 명명하였을 것으로 추론함.

*** 간행 연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도의 경우 측량연도로 표기함.

표 9. 일반명사 기념 유형으로 분류된 해양지명의 사례

순번 국가 지명 지명 유래 관련 설명 간행 연도

1 영국 Admiralty Inlet(가덕수도) Admiralty는 ‘해군사령부’, ‘해군 제독’을 의미 1848

2 영국 Prince Inlet(줄포만) Prince는 ‘왕자’를 의미 1884**

3 프랑스 R. du Chat(무당서) Chat은 ‘고양이’를 의미 1867

4 프랑스 Golfe de l'impératrice(남양만) l'impératrice는 ‘황후’, ‘여제’를 의미 1868

5 프랑스 Baie des Pècheurs(율포만) Pècheurs는 ‘어부’라는 의미 1896

6 프랑스 Anse des Canotiers(-)* Contiers는 ‘노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 1896

7 프랑스 Anse des Baleiniers(-)* Baleiniers는 ‘고래잡이 배’라는 의미 1896

8 러시아 Бухта Истомина(-)* Истомина는 ‘역사’라는 의미 1897

9 불확실 Fame Rock(용암) Fame은 ‘명성’이라는 의미 1889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간행 연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도의 경우 측량연도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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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을 드러내려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 장소를 명명하는 것은 멀

리 떨어진 곳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고국으로 돌아가 유명인들의 호감을 사는 데에도 효

과적인 방법이었다(Tent and Slatyer, 2009). 마지막으로, 

당시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도를 제작한 서양인들은 

서양 중심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소개서를 출간한 앵거스 해밀턴이 작성한 글(Hamilton, 

1904)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한반도 인근 해역의 바다 

이름, 그리고 해양 도서의 이름을 정하는 데에는 당대 해

당 지역을 항해하다가 사망하거나 과학적 공을 세운 이들

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김종

연, 2012). 단, 기념 유형의 지명 명명은 지형의 특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인명을 기념하는 경우는 해당 지형을 

발견한 사람, 지형의 크기 혹은 중요성 등에 근거해 탑승 

선원의 계급별 인명을 기념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

의 해양지명 사례에서는 지형의 중요도와 인명의 계급과

는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을 기념하는 

경우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지형에 지명을 명명할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지형의 중요도와 선박명을 이용한 지명 간

의 관계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IV.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공간분포 

특징과 시기별 특징

1.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특징 분석 결과

앞 장에서 해양지명의 유래를 바탕으로 명명 유형을 분

류하였으며, 나아가 명명 유형과 명명 국가에 따른 해양지

명의 사례 수를 정리하였다(표 10).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명명 유형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

국 등 서양 국가는 모두 지명 명명시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

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러시아와 미

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기념 유형을 이용한 지명이 집

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교적 다

양한 명명 유형의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영국은 기념 유형 

외에도 묘사, 차용 유형이 각각 11개, 9개로 영국에서 명명

한 전체 58개 중 각각 19%, 15%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감정평과 일반명사를 기념하는 유형도 각각 2개로 절대적

인 수는 적지만 모든 유형의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

명 유형의 다양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반명사를 기념하는 유형, 감정평을 이용한 

유형이 특징적인데 각각 5개(24%), 3개(14%)로 나타났다.

2.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공간분포 특징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118개의 해양지명 중 유래를 알 수 없는 5개

의 지명을 제외한 113개 지명의 유형별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5이다.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공간분포 특색

을 살펴보면, 먼저 묘사 유형의 경우 서양 국가 중 영국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플라잉 피쉬(H.M.S. Flying Fish)호가 

측량한 서해안 다도해 부근, 백령도 일대와 어데셔스

(H.M.S. Audacious)호가 측량한 조산만 부근에서 나타난

다. 또한, 정박지로 이용된 제주도 동쪽 성산포, 영흥만 안

쪽에 위치한 갈마포에도 분포한다(그림 5a). 감정평 유형

은 사례수가 많지 않아 공간적 분포 특색을 판단하기 어려

우나 영국은 디셉션 베이(Deception Bay, 現 제주항)과 디

싯풀 리프(Deceitful Reef, 現 멍석여)를 명명하였고, 프랑

표 10.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해양지명 수

명명 유형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불확실 계

1. 묘사 11 1 1  2 15

2. 감정평 2 3    5

3. 차용 9 3   1 13

4.

기

념

4.1 인물 21 6 15 2 2 46

4.2 선박 11 3 9 2  25

4.2 일반 명사 2 5 1  1 9

5. 불확실 2  2  1 5

계 58 21 28 4 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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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베 디셉션(Baie Déception, 現 삼길포), 베 디셉션

(Baie Déception, 現 하둔포), 베 두 레스페란스(Baie de 

l'Espérance, 現 신전포)를 명명하였다(그림 5b). 차용 유

형은 남해안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데 거제도 일대는 인근 

육상지명을 이용한 지명이 주로 분포하며, 진도부터 고흥 

일대에 분포하는 지명은 과거 서양 국가에 의해 명명된 서

양식 지명을 차용해 새롭게 발견한 지형에 지명을 붙인 지

명이 분포한다(그림 5c).

인물 기념 유형은 국가별 분포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영

국은 주로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며, 프랑스는 아산만 일대 

해역, 러시아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지명이 분포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동강 하구 주변 해역에 분포한다(그

림 5d). 선박 기념 유형은 영국과 러시아가 명명한 지명에

서 특징적인 공간분포가 나타난다. 먼저 영국은 외해 지역

에 위치한 간출암, 초, 사퇴 지형에 주로 선박 기념 지명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해안가 인접 해역에 부여한 인물 기념 

지명의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그림 5e). 선박 기념 지

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출암 지형인 사마랑 락(Samarang 

Rock, 現 잣새기여), 사라센 락(Saracen Rock, 現 양암), 암

초 지형인 레븐 리프(Leven Rf., 現 복사초), 실비아 락

(Sylvia Rk, 現 여리초), 소코트라 락(Socotra Rock, 現 이어

도), 그리고 사퇴 지형인 필라데스 숄(Pylades Shoal, 現 북

이주) 등이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인물 기념 유형과 마찬가

지로 동해안을 따라 선박 기념 지명이 분포하는데 울릉도 

주변의 비티아스(Витязь, 現 쌍정초), 진해만 부근의 크레

이세르(Kreisser, 現 딴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명이 넓

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5e). 마지막으로 일반명사를 기념

하는 유형은 프랑스에 의해 주로 명명되는 유형이기 때문

에 프랑스의 주요 측량 지역인 아산만 부근과 거제도 부근

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그림 5f).

그림 5.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해양지명의 분포

a) 묘사 유형, b) 감정평 유형, c) 차용 유형, d) 인물 기념 유형, e) 선박 기념, f) 일반명사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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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 특징 분석 결과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특징뿐만 아니라 강화도 조약 

전후 시기에 따라 해양지명 명명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보기 위해 명명 유형, 국가, 시기를 바탕으로 해양지명 

수를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당시 조선

과 일본 간에 체결된 수호조약으로 이 조약을 바탕으로 일

본이 합법적으로 한반도 해역을 측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여러 국가와 수호조약을 맺음에 따라 이들 국가 또한 합법

적으로 해양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안세진 등, 

2019).

이로 인해 전반적인 해양지명 명명 수는 A시기(1876년 

이전)보다 B시기(1877년~1910년)에 약 1.7배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11). 특히 영국과 러시아는 A시기에서 B시

기로 갈수록 명명된 지명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

면, 프랑스와 미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영국은 

이 시기에 들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활발한 수로 측량을 진

행하였는데, 이는 해양 항로 개척을 위한 탐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었다(김

종연, 2012). 한편 러시아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극동지

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보 및 블라디보스토크의 발전

을 강화하기 위해 잦은 군함 파견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

라 연안 측량을 본격화하였기 때문이다(김영수, 2013). 하

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해양 조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B시기에는 측량의 횟수와 범위가 줄어들었다

(표 11).

강화도 조약 전후로 지명 명명 특성의 경향성을 살펴보

면 묘사, 차용, 기념 유형은 A시기(1876년 이전)에 비해 B

시기(1877년~1910년)에 해양지명 수가 증가한 추세가 뚜

렷하게 나타나지만 감정평 유형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경

향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묘사 유형은 다른 국가

에 비해 영국이 지명 명명시 많이 활용한 유형으로, 주로 

지형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이 위치와 방향을 지시하는 지명은 항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방향, 위치, 목적지 및 장소의 연결뿐만 

아니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Paikkala, 2015), 영국이 19세기 후반 가거도, 만재도, 상

태도·하태도 등과 같이 한반도에서 떨어진 해역을 측량

하고 항해하는 데에 지형지물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을 이

용한 결과 묘사 유형의 지명이 빈번하게 명명되었을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차용 유형의 증가 역시 영국이 명명한 

해양지명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는 조영수호통

상조약(1883년) 이후 합법적으로 한반도 해역을 측량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가, 일본 혹은 중국선원들의 영향 등으로 당시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하는 지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했

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 유형뿐만 아

니라 기념 유형 중 선박과 일반명사 사례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되는 지

명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기념비적인 이름을 명

명함으로써 당시 지명 명명시 서양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 못했던 제국주의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의 차이를 보면, 영국은 묘사, 

차용 유형은 B시기에 주요한 명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유형은 A시기뿐만 아니라 B시기

표 11.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 특징

명명 유형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불확실 계

A B A B A B A B A B A B

1. 묘사 2 9  1  1   2 2 13

2. 감정평 2 1 2       3 2

3. 차용 1 8 2 1     1 4 9

4.

기

념

4.1 인물 10 11 5 1 4 11 2  2 21 25

4.2 선박 5 6 2 1  9 1 1   8 17

4.2 일반 명사 1 1 2 3  1    1 3 6

5. 불확실 2    2    1 5

계 21 37 12 9 4 24 3 1 1 6 41 77

* A시기: 1876년 이전/ B시기: 1877~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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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주요한 명명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기념 유

형의 비중이 A시기보다 B시기에는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A시기보다 B시기에 명명된 지명의 수가 약 6배 증가

한 것이 특징이며,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유형이 주요한 

유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러시아에 의해 명명된 지

명의 수가 B시기 급증한 이유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

크의 발전을 강화하고 동해의 자유로운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항을 찾고자 동해안 일대를 본격적으로 측량하

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경향

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두 시기 모두 인물 또는 선박을 

기념하는 유형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항해기, 측량 보고서, 해도, 지명집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양 국가에 의한 한반도 

연안 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한반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고 해도를 간행한 국가는 

프랑스로, 1787년 한반도 연안을 탐사하고 측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국,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 연안을 측량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해안은 프랑스(1787

년)가 울릉도 부근을 최초로 탐사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에 의해 활발히 측량되었다. 남해안의 경우 1787년 프랑스

가 제주도 일대를 탐사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서해안은 1816년에 이르

러 영국에 의해 탐사가 본격화되어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의해 활발하게 측량되었다. 그러나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국가는 한반도 연안을 직

접 측량하기보다는, 주로 일본에서 측량하여 간행한 해도

를 복제하여 간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수집된 자료에서 총 118개 해양지명을 추출하였

는데, 추출된 고유지명의 유래를 바탕으로 명명 유형을 크

게 4가지(묘사, 감정평, 차용, 기념) 유형으로 분류하였으

며, 그중 기념 유형은 기념 대상에 따라 인물, 선박, 일반명

사 등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래를 알 수 없는 사

례를 제외하고 총 113개 해양지명의 명명 유형을 분류한 

결과, 기념 유형이 80개(약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고, 특히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사례가 각각 46개(39%), 

25개(21%)로 주요한 명명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 묘사 유형 15개(13%), 차용 유형 13개(11%), 일반명

사 기념 9개(8%), 감정평 유형 5개(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명 유형에 따른 국가별 특징 분석 결과, 영

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양 국가는 지명 명명시 인물

과 선박을 기념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당시 언어 장벽 및 서양 중심 사고 등으로 인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기

념 유형의 활용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비교적 다양한 명명 유

형의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영국은 묘사, 차용 유형에서 각

각 11개, 9개로 영국에서 명명한 전체 58개 중에서 각각 

19%, 15%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례수가 적지만 감정평, 

일반명사 기념 유형에서도 각각 2개씩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명 유형의 다양성을 보인다. 프랑스 역시 모든 

유형에서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명명 유형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다만 감정평 유형과 일반

명사를 기념하는 유형이 5개(24%), 3개(14%)로 인물과 선

박 기념에 이어 주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 경향성을 분석

한 결과, 전반적인 해양지명의 명명 사례 수는 A시기(1876

년 이전)에 비해 B시기(1877년~1910년)에 약 1.7배가 증

가하였으며, 주로 영국과 러시아에 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발전 강화 및 부동항 확

보를 위해 19세기 후반 한반도 동해안 측량을 본격화하여 

이 시기에 명명한 해양지명의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항로탐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연안측량을 활발히 수행한 결과로

서 해양지명의 명명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시기별 명명 

유형 경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묘사, 차용, 기념 유형은 두 

시기 간 증가 추세가 뚜렷하였다. 특히 차용 유형이 증가

한 현상은 조선과의 통상수호조약 이후 합법적으로 수로 

측량을 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던 지명이 측량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서양 중심의 

사고로 인해 묘사 유형과 기념 유형 또한 지명 명명시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첫째, 수집한 자료의 

균형성, 둘째, 자료에서 추출한 해양지명의 적절성을 검토

해보아야 한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10년 이전에 간행된 모든 해도를 수집하

였다. 수집한 해도 중 많은 수가 영국에서 간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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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당시 서양국가가 측량하고 간행했던 모든 해도

를 수집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연구 자료의 불균형성을 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도뿐만 아

니라 항해기, 측량 보고서, 지명집 등을 추가로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한반도 연안을 측량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많은 측량 횟수를 보인다는 점은 영

국에서 간행한 자료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한 해양지명의 수 역시 영국 

간행 해도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으

로 사용한 과거 지명 중 영국에서 명명한 지명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가 측량 후에 처음으로 간행한 해도를 중심으로 지

명을 추출하였으므로 영국에 의해 명명된 해양지명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것은 영국이 그만큼 한반도 연안을 

다른 국가에 비해 먼저 측량하고 지명을 명명하였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도의 축척에 따라 해양지명

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해도의 축

척을 고려하지 않고 지명을 추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네덜란드나 독일에 의해 간행된 해도의 경우 지명

을 확인하기에 소축척이거나 지명이 표기되지 않아 본 연

구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지명을 추출할 해도, 즉 측량 

후 간행된 첫 해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명의 누락이 발

생할 확률이 적은 대축척 해도를 우선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축척으로 인한 해양지명의 수 왜곡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행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관

심을 받지 못한 해양지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처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해양지명의 유래를 찾고, 측량 이후 

해양지형에 최초로 명명된 지명의 역사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서양 국가들의 서양 중심 인식이 한반도 연안 지

형의 지명 명명 과정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펴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과거 서양에 의해 명

명되었지만 남한 해역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는 3건의 지명(천수만, 장직로, 가로림만)을 확

인하였다. 이 중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지역주민들이 사용

하고 있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명을 공식적으로 고시

하였지만 장직로의 경우 현지답사 결과 현지 지역주민들

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를 통해 지

명의 고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에 한반도 해역 

해양지명에 큰 영향을 미쳤을 일본의 역할을 살펴보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자문화

권이기 때문에 지명의 기원이 지역주민이 사용하던 것인

지 일본에 의해 새롭게 명명된 것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

해 추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지명의 변천을 추적해 일본 기원 지명을 밝혀내고, 지

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명으로 고시하여 해양지명의 보

다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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