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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검일생동 ;<1 께 셔는 다음파 갇이 교시하시였다. 

~ ...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율 교}획적으로 조사하는것01 ßH우 

중요합니다.?> ( <i김일성저삭집j> 7 켠. 191 혜지) 

..il생울화석윤 ..il Ãl 러환경융 복원하고 지질구성융 밝히는례 71 
초자효-포 려 용-되 며 생울의 신휘파생융 해 영하논더1 서 중요한 자 ji 

흐 려용왼냐‘ 
위대한 수행 검일성동지와 현영한 령도밀어l 우려 니 81에셔는 

중생애 고생울화석에 대한 연구샤엽이 활발히 벌어점으로써 뭉 

..il기화석， 암룡화석융 비롯잠 동울화석， 삭풍화석， 요자화분화석 

자료들이 많이 축-씌되였다. 

우려는 우려 냐라에 알려진 충생대 화석플을 

〈조션의 화석?> (2 )를 출판한다. 

;종합하석 

조션의 화석 (2 )에는 중생팬엔 웰련전 화←켠간윷댄1 서 →판새류， 
엽지갯륜←‘_zll황총휴γ흉흉휴γ~쩌휴 악룡 (풍 옹울함석파 식율화 

석. 포자화분화석 -일부흘ι 주없‘t:t. 
이 책은 우리 냐라의 아양한 화석융 연구하는 파학자. 치슐 

자플에셰 커중한 참고도셔로 i!-l 용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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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홈훌샘대 동를호}석 

J ) 판AH 류 PELECYPODA 

EULAMELLIBRANCHIA TA 
Tr i gonì oi dì dae Cox ( 1952) 

Pseμdohyria Mac Ne il, 1936 

Pse u.doltyria sp. 1 

(도딴 1 그텀 1-2) 

3 

조까벼는 크.ï1 옆에셔 본 형해는 상각행-하켠행이아. 원조가til 와 오른조7} 이양 릎 

팍윤 얘칭야까. 장식들올 .ï1려하면 바대청。1 약 조가벼는 높이보다 약간 걸며 크기에 1l]하여 두께 

가 ;삭!까‘ 각쟁은 i'r운례에 위치하냐 뒤쪽에만 홉플이 있어 부등변형융 。1 룬다. 각정은 안쪽으호 

구부 ~1 든다. 조가>11 의 앞웃변두려는 거의 직선이며 앞연두려는 >lj .iíI.석 좋은 호률 이훈아. 뒤 웃연 

우려 는 거의 직선에 가깡아. 앞웃연우려와 뒤훗연우 ?-.I 샤야의 각은 약 145 001 아， 조가벼의 멀변 

두려는 흔 반경의 원활한 호률 이훈아， 오른조가벼의 요연에는 원십상의 생장션을이 팔 발달획 

며 앞웃변두pL로부혀 각정올 쟁점으로 하여 92。률 이루는 션장에 2-5mm의 너비흉 까지는 홈。1 

발달되여았아. 홈은 가운예부분에셔 깊고 각쟁부근파 밀뻔두 p] 부근에서는 얄윤 혼척으로 냐타년 

다. 105。를 야루는 션상에도 그와 III슷한 흠이 있다. 이 부근에서 조가비의 두께가 제앨 3.며 

120。률 이 루는 션상에서부터 뒤 쪽으-효 경사져 깊이 패워들어가 뒤부분윤 모우 앓은 부분융 。1 룬 

다. 완조가비의 표연에는 역시 윈심상의 생장션들이 발얄펴며 앞웃연두 p] 로부려 각정융 정점으효 

하여 115。률 이루는 선장에 오른소가버에서와 같은 흉이 빨얄되여있다. 130。률 이루는 션상에셔 

부허 뒤쪽으로 경사져 깊이 패워들어가 뒤부분을 모두 앓은 부분들로 만든다. 

파;관 두째 

킬。l. cm 앞킬이. cm 둬길야. cm 두께. crn 높이. cm 
두께도----

높이 

713-1 

(용근 조가"1) 7.56< 3.93 3.63< 3.00 6.04 0.49 . L- •-“ l ----l …‘-

산지와 즘우L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려 봉화산홍 

Pseudohyria sp. 2 
(도싼 I 그럼 3-4) 

옆에셔 본 조가 ll] 의 행해는 삼각행-랴월형이다. 오른조가벼는 연조가t.l1보다 뎌 크며 우조가 
비는 약간 닝1 대칭이다. 각쟁은 앞으로부터 걸이의 약 ν3되는 풋에 위치하며 조가비는 부풍변형 
이다. 각정운 얀으로 굽어들연서 약간 뒤쪽을 향한다. 조가비의 앞웃연푸려와 뒤웃변우리는 거의 

칙션용 이루여 사。1 각은 약 135 。 이아. 조가비의 앞변두려는 ll] 교적 넓은 호률 。1 루며 뒤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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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짱윤 호률 이룬다 밀현우려는 큰 반정융 가지는 호률 이룬다. 조가벼는 두께껴 앓온갯어 
특쟁 014. 작챙부분에서부터 밀으-로 내려오연셔 혀 앓야진다 오른조가>11 의 앞웃현우려효부a 혀 각 
쟁용 ?생점으로 하여 약 105。되는 션상에 넓은 흉이 펠날되얘있약 "1 홍은 밑부폼으로 내려 
요연셔 섬착 뎌 깊어진다. 

江폐꽤룹꾀퓨파anl 높 야 때 

합철止띔팩」폐‘3형 감:앓 

혐
 
… ”w 

‘• 도
 

에
，
 

킬
 

앞쩔 0] 
흥변.x.=---‘ι

질 。1

0.61 
0.66 

0.28 
0.25 

산지와 종휘‘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 봉화산홍 

Trigonioides Kobayash i et Suzuki , 1936 
Trigoη ioides sp. 1 

(í싼 ‘ :ε 띔 5-6) 
조차벼논 해효 킬제 놓여져 끽깅촉하며 웠쪽~ii사 "1 확 요릎홈조7} >l j 는 t:ll청아다. 조가버는 

변형아며 각청야 조가버획 앞에서후학 쩔씩의 약 1/3 3리는 꿋이i 원차랐다. 각챙은 안쪽파 앞융 향 
하C냉 휘였으여 각;생각용 약 150" 야냐. 초 7}바씩 앞웃연쭈<>ì 눈 각생에l 셔부려 거의 -석선으호 Y. 7} 

다까 딴경야 작윤 호흉 。1 후연셔 앞뺑쭈리~. 석행한다. 해훗현쭈썩논 71 으} 직선요효 킬체 연정 
확 4가 뚜}적L홉-에 7}셔 호흉 야훈 4. 뒤 현우려는 좁계 휘 1껴 령혈우려는 작씬에 7}까운 청활한 
흉흉 얘룬다. 착썽뒤부용에는 앞뒤팔야 뾰족혔 햄즈!L 앵t의 ie‘했 01 빨달3각 C녁없다. 순활의 껄이는 
2.1cm. 획책 l셔빼는 (). 31C!ll 01 약. 각 J생쥐&긍획 조짚연어”는 꿇훌 량사/상록들 01 벨달되 C얘있다. 각?영 

일부훨흉 v행융 01 훈 4. 그려냐 방사상록풀야 짤다자 언차 월심 장의 자는 생 J앙션줄어 딸댈획여 
9,I 4. 각챙부근에셔 쪼 7~비가 체일 옳s'..여 돼쟁L훈보약 앞부훈 "1 E책 높약i 조자당}으} 쩌}옐 뚜;ryj운 
풋용 각;생부군높01 션상의 」셔약 가운며1 부분야아‘ 

산71:1와 홉위. 황해봅도 i쟁산균- 산성.，1 산성리흥영산군 룡궁려 봉화산홍 

Trigonioide8 sp. 2 
( 오딴 ] 그힘 7‘ 8) 

옆에서 본 초까'tll 영 행혜는 열연야 긴 삼각형에 7}까우며 뒤호 걸게 늘어졌다. 조가비는 부풍 
현행야벼 각쟁은 쏘카바외 앞에셔후찍 질이씩 1/3외치보다 뎌 앞에 치우천다. 각정용 얀쭉2，.j료 
생하채 휘였.!:，. t녁 약긴· 앞융 향한마. 각정각윤 약 150001 다. 조가비의 밀변두려와 앞변우리가 접 
앓는 경L근요효부러 각정밀튜L분용 련철하는 션상에서 제앨 두드러지연셔 초가비표연에 져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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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토 꺾이여 초7'1-벼는 마치 상래기모양융 。1 훈다. 조차버의 앞풋뻔두레는 거의 칙생이며 앞벌우 
려쪽으로 가연셔 반경이 작윤 호률 이후며 앞변두려로 이행함다. 해훗벌푸리는 거의 칙성요효 
칼려아가 뒤현두려부근에서 약간 휘여 호훌 이루여 좁용 휘연두리효 이행한다. 조 7}벼의 밀현.!f
허는 져의 책션융 。l 훈다. 각쟁부근의 조7}"'1 표연 에는 홉온 방사상륙롤이 발닿되여었약. 각정얼 
j홈본용 방사상흑툴。ì V 행윷 01 훌다. 땅사상룩-일부폼에는 밀변우려에 거의 쩡행인 7}는 생장 
선률이 항합되여있다. 

싫설: 
킬이， 앞킬이， 해캘야， 놓야， l쥬째. 놓야 

질야도=---
cm c:m c:m cm cm 킬이 

1-50 3.64 1.15 2.49. 1. 58 0.73 0.43 
(원조까H]) 

1 -172 2.96 1.89 0.81 -
(완~/j.에) 

산없와 총위. 황해북또 i쩡산끊 흉궁화 

I'rigonioide8 sp.3 
(~싼 1 그림 9) 

풍연.x.= ~갱-이-
￥n옛 

i한얘.x.=--
킬야 옳야 

0.31 0.46 

- ‘ 

옆에셔 본 죠가바의 행해는· 떻변야 긴 삼각형 또는 긴 타월형에 가깡다 . .2.혼조각벼싹 댐L::E 
7}B] 눈 대청여아. 작쟁은 앞에서부핵 초 7} 'tIH설이의 1/3위치보다 C갱 았에 놓 α1 t예 부흥연형씨4. 
각정은 얀쪽융， 향하여 휘였다. 약깐 앞올 향한약。 조7}벼의 일변푸라는 거의 작션에 가짜우며 J흑 
열승l 걸 11-. 앞변퉁리는 반경。1 작￡ 호률 이후며 앞웃범우리는-각정부혀 약간 ,,} 2~ jξ 경샤자연 
서 원활한 호흉 이루며 앞연우려와 행결 S란다. 둬웃연우썩는 몇딴푸럭에 거쳐 i쩡행되헤 약;깐 。!‘
래로 경사지연셔 엽장되아자 둬연우려부근에 자셔 월훨한 호흉 이:휴며 원 b생 3듀랴.>'J. 현 J셜 3현약. 랩 
펀-우러는 역시 작온 반경의 효흘 야훈t4-. 각정부근의 조 7}닝]Jl연애농 양사상륙풍써 뺑얄되여있 
다 각성밍부근에서는 방사장록풍이 v 행융 이룬다. 앞부분의 방사상휴플섯다 뒤부-훈의 방사상흑쓸 
이 더 길체 땅얄되여었다 방사상륙 멜부분에는 다안 생장선플아 앞뒤볕우핵와 일떤무려 에 거의 
챙행되셰 딸얄되얘있다. 

깅이 앞깅 1 헤 킹 1 높 1 우에 훤t~ 
경야도: 연쪼: •-‘- 우써2C.=--

C!n lcm cmlcm!cm 질 이 높이 

1-107 /3.45 I l.-~;---/z짧 1. 40 10.73 0.40 
〈옹근조가배) 

l 줬 ) 1>3.22/ 0 91 I - 1 1. 32 
(원조 

산자와 증우1. 황해북도 형산균 룡궁러 봉화산홍 

Trigonioides sp.4 
(도판 l 그림 10) 

옆에서 본 조가벼의 행래는 갤쭉한 하켠행 혹은 램즈쪼양에 가깔아‘ 각정윤 얀쪽파 앞융 향 
하여 각쟁각은 130。이다. 주가바의 앞웃변두려는 거의 직션이며 뒤웃변우려도 거의 직션야다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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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려는 직선에 가까운 원촬한 호플 이룬다. 조가배의 표연에늠 거의 전연석에 걸쳐 영확한 방 

사상륙을이 발날되여있다 이 땅사상흑을은 각쟁부근에서는 V 행올 이루아가 좀 뒤부분으로 가연 

셔 뒤와 밀변두려를 향하여 양사상으로 발날되여있다. 조가 ~l 앞의 각정부근에서는 흑 플이 거의 멜 

뻔두a-l 에 수직되게 딸딸하아가 앞연두a-l 쪽으로 가서는- 앞웃연우려에 거의 팽행되게 륙을이 발달 

되여있아. 양사상륙의 수는 대체로 20-23개정도이아. 방사상록-블은 각챙부근에서는 가늘다가 점 

차 뻗어냐가연서 넓어진아. 뒤부분의 방사상륙을야 앞부분의것보아 더 넓다. 띨부분에서 영변두 

려에 팽행인 생장선들이 약간 방 l갈되여 방사상록늘파 겹전다. 

;날; 
길이. ~킬。1. 둬길이. 높이. 푸째， 높이 풍변도= 앞걷야 갱이도----

an cm cm CIII cm 갱이 캘이 

50-1 2.24 0.85 1.39 1.03 0.46 0.38 

(오른조가"1l 
50-3 0.35 

(원조가"1l 

산지오} 종우1. 형 안북도 박천 꾼 율곡라 박천 흉 

Tr ‘gonio‘des sp. 5 
(도판 2 그림 2~5ì 

옆에셔 본 조가비의 형래는 상각행-하원형이다. 각쟁은 벼파척 앞부분에 치우치여 초까 ~l 는 

부풍변형이아. 각정각은 약 130。이다. 각청은 얀쭉파 앞융 향한다. 앞변우려와 앞웃변두e-l 는 륙별 

한 경계가 없이 하!.f씌 반정 악 착은 호훌 이룬다. 밍변푸리는 거의 칙션이마. 조가비의 jl연에는 

거의 전연적에 걸쳐 영확한 방사상륙들이 있다. 작정밀부분의 방사상록들윤 좁은 V행 을 이룬다. 

방사상륙 은 13-147~ "1 다. 

i;:; 걸。1. 앞킬이， 뒤걷이， 높이， 우째. 놓。1 
찰이도----

。B cm cm CIII cm 킬。1 

1-238 0.80 0.32 0.48 0.45 0.56 
1-52 o.n 0.30 0.47 0.43 0.56 
1-120 0.58 0.84 
1-51 0.78 

산지와 좀위. 황해북도 팽산군 룡궁려 봉화산롱， 팽산궁 산성려 산성려홍 

DYSODONTA 
Ino∞ramidae Giebel , 1852 

lnoceramulla Yum, 1979 
moceramuUa haπpoefl.8 is Yun 

(도판 2 그링 7-8) 

앞걸야 
퉁연도----

길이 

0.40 
0.39 

조가비는 작은 팬이11. 부동변형이며 좀 불룩하게 구부려을었다. 옆에서 본 걷모양은 사각행 
에 가까우여 높이는 걸이보다 크마. 각청은 조가비의 앞웃변두려와 뒤웃변우려의 교차점에 놓。1 

며 얀쪽융 향하여 우부러들었다. 앞웃변두리는 각쟁에셔부려 거의 직선요로 킬셰 연장되며 각 
쟁각운 약 100001 마. 해웃변우려도 거의 직선으로 연장되냐 앞웃변두려보다 짧다. 앞변우려는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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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륭 씨훈다， 조가비의 일변푸리는 쩡활한 흐훌 야후냐 대체로 앞웃뱀우리에 I챙형으효 놓인 

다. 조 7}a] 의 요연에는 흙은 생 2상션톨이 규칙적요효 빨량되혀있다. 앞훗변두려와 뒤웃변우리에셔 

합쳐지지 않고 앨정한 깐격융 두고 풍난 ct. 축선용 약간 앞부분에 치우천다. 

평3 
(원 조샤비) 

쐐
 -
상
U
 

-m 뜯갚관 

산자와 츰우1. 황해북도 팽산군 룡궁il-1 봉화산흥 

Inoce rrcmulla goniα Yun 

(도판 2 그럼 9-11l 
조가비는 흔 연이며 옆에서 봉 결요양은 닭얄오양에 7}쌀다‘ 원;쪼7}비와 오른조가벼는 거의 대 

챙야아. 작정용 앞에 치우쳐었요며 올，7ì 되 C냉있약. 조 7} 1.l]는 부-층연형이여 약간 불록하ιl. 쏘:7}배의 

앞훗변두해는 거의 척션아다자 앞변우려에서 및뻔우려쪽으、호 가연서 접차 켠활한 호흩 이룬다. 조 
7}8] 씩 뒤웃-면우il-1 는 각쟁에서부터 시작하얘 거와 직선요로 연장되다가 뒤변두려부근에 가서 쩔훨 

하계 약:간 연장된 마음 혀변우려호 여행한4. 뒤현푸려는 반경。1 흔 쌍활한 호융 아훈마. 조가1.i] 
썩 표연에 는 생창션플01 딸칼되여있다. 그것윷은 뒤쪽에서 위효 벼껴윷라가다가 원웃변우려에 닿 

~ï:셔 앞쪽에셔도 역써 위호 비껴 윷하7↓ ct7} 앞웃변우려에 닿는아. 생장션들에는 엘정한 간격융 
우il. 두드터신 생장선들어 빨양되여있다". 작쟁에셔부터 앞웃연두il-I 쪽으로 가연셔 푸드러진 뚝이 
직선으효 밸달되여 죽선올 야룬냐. 앞웃변우리부근에 있는 교합연두려에는 수많은 좁은 인대흉훌 
。1 발달되여있따. lcm구간에 약 25개의 흉。1 딸얄한4‘ 

Q싫쳐 높야l ‘ 높아t. 경여，. 갱 01 •• 푸째， 촉각 각쟁각 위웃-위연 놓이l 높이， 

cm cm cm cm cm 두1<1사에각 킬어 l 경01. 

8-10 5.47 4.l6 4.52 6.10 25。 75。 130。 1.43 0.68 
(홍근조가비) 

8-40 5.36 4.23 5.91 1.05 28。 76。 110。 1.21 0.71 
:..2.환조，?}벼} 

1-

X홍0] ， 놓이 2 ’ 경야，. 걸야 i ’ 두째， 훗각 각정각 뒤웃-뒤연 높야 l 놓"'1. 

cm cm 。n cm 두려샤이각 높이* 곁야. 

8-11 >3.7 2.52 2.76 4.04 0.74 24。 90。 120。 0.62 
(완조가비) 

8 -31 
(오른조가비) 5.4 3.4 3.60 5.34 0.82 25。 95。 115 。 1. 5 0.63 

산 ^I와 좀우1. 황해북도 팽산궁 룡궁려 봉화산홍 

Iη()ceramμlta vlex Yun 

(도관 2 그럼 12-13) 

옆에셔 본 조가비의 겉모양윤 쩌그러진 사각행이다. 각쟁윤 앞에 치쑤쳐 영으며 앞파 얀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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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약간 휘였아. 조가바는 부등연행이며 크지에 버하여 터1 iι 석 불룩한 현이마. 조가에의 앞웃 

연우려는 각정에서부터 직선으로 걸게 연장 sJ다. 둬웃연우리는 역시 각정으로부터 직선요로 냐가과 

가 뒤연우a-1 부근에 가셔 거의 작각으ji 꺾안것처럼 보영성도호 반성이 작은 호을 。1 분아. 앞변우 

려와 일연두려는r 좁은 호로서 련 결 된 다， 조샤바의 표연에는 생장선들이 약하셰 발달되여있다。 축 

선은 앞부분애 치우치며 축션부근-은 높게 두드혀진 뚝융 이룬다. 

산 XI와 증우1.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리 봉화산풍 

EULAM표LLIBRANCHIATA 
'/1앙ner없aeleach， 1819 

Meretrix Lamark, 1799 

lv1eretrix (Callista) chinensis Chemnit 

( 5'.관 2 τ 쉽 녀) 

옆에서 본 조까벼의 행 E서는- 강숙한 i>~원 6영 φ1 '1. 요른조 71. 닝|와 팬조 7} BJ 윤 rll 청이나. 3:， 7}잉}의 

캘。1 근 높야 보다 킬여 부흥변행이다 각정윤 약간 앞밖분써 치우치야 얀짝iJ} 앞으로 향한 1까이 각 

"à 4흔 약 110。이아. 좁 jl 갔 장 E 양으! 녁L 웰 t섬이 i광 i강되에있는헤 앞딸;은 갱~)-속차 ι↓간쩔띤으i 강씨 

는 L68cm야.:i1 채일 젊은 후-분파 냥바는 Qν 25cm 이다. 각생혀부분에는 듭 _11 낀 댄l 즈오 ~rS~t 순단이 

여 있다? 순판 걱 량당윤 뾰속 하다‘ fr 했으↓ 길 이 늪 3.38cm 아 여 저! 일 넓 윤 갱-푼 9~ 녁 바 눈 。‘ 45

였11야r+‘ 조각닝}의 앞변두터와 싼띤두‘려균 작은 싼경융 자지늪 호첼. 01 푸며 았옷연 .í". ""1 는 각젠짚 t셔j 
셔 약 450 .악 급한 각도로 청-샤 셔 약:간 '-l1 려요약7} 거씌 적션섹 자까훈 원 훨 장 -효흘 이룬 π+ 쏘까<11 
씌 표 t연에는- 생장선들이 뚜렷하제 밥날확여있다 밀변우 "-1 부긍어} 와서 생;냥서낭릎어 쭈풍잡했다. 각챙 
융 쟁점-으로히여 조 7} 벼악 우1 J.-면우리에부터 앞으로 250 플 야쿠 \..7 션상에서 시작하여 잉웃t연Ef- i?- Î 상 
협 연，우려 까지 경 사연을 셔 푸 연 샤 우께 71 타객팩 ~Jo}.신다. 

잉t
 、
이
 

ζ
 
T 

-
노
 

a 

: ζ
ι
~
 

찌
 

0.49 

상지요} 좀읽， 북도 i생산군 풍 궁i?-] 강화신흥 

Pleuromyidae Agassiz, 1843 

Pleμromy α Agassiz , 1843 

Fteuromy !l sp. 

(도판 2 그령 15 ) 

초 7} >l1 는 보통- 크 71 이며 비교적 칠죽하다. 조가비의 길야는 높이의 거악 우배이다 ，，)-정은 뾰 
쭉하게 툴치되얘있는례 약깐 앞부분에 치우친아. 조가비는 부튜연행이아. 조가비의 앞웃면우려 
는 각정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정사져 야래로 내려요 l斗가 앞변우려로 이팽한다 앞면두 .>1 는 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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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률 이푼다. 위웃변두러는 킬며 약간 안으로 만곡되였고 멸연두러에 거의 팽행이아. 조가비의 뒤 
연우리는 원활한 흐흘 이룬다. 소가 111 의 뒤부분온 옐혀져 il 다. 초 7}벼의 표연에는 명확하고 비교적 

굵은 생장선들이 발달되여있야. 

신지와 졸우1. 황해북도 팽산군 룡궁리 봉화산홈 

2) 엽지재류 εONCHOSTRACA 

ESTHERITINA Kobayashi , 1972 
Vertexiodea Kobayashi. 1954 
Palaeolimna.diidae Tasch, 1956 

P'llaeolimnadia exieπsis Shen 
(도판 3 그램 4) 

조가벼는 작고 블록하며 에모난 원행에 가깎다. 조까벼의 길이는 3-4.5mm야고 높야는 3-3.7 

mm이다‘ 흥연두려는 짧다 각청은 가운례 앞후분에 위치하는벼l 원행에 가깎아， 각쟁윤 조가 llj 의 가운 

셰 부분에서 선체 높이의 좋융 차지한아 추자닝l 의 앞연두Ç-j 와 배연우ç-]는 황층모양의 원활한 호 

흉 이루지만 위연두러는 좁은 원행으호 나타난아. 뒤등각윤 150。이아. 
산;;:，와 증우1. 황채북도 송임시 신성 ~l 송럼산흉 

palaeoümnadia baitianbaensis Chen. 
(도판 3 .:l엄 5-6) 

조가너l 는 라월행에 가캅다. 소가비의 길야는 5-6.5mm이며 높이는 4-4. 빼m 이아. 각쟁은 작은 
례 가운폐 앞부분에 위치한다. 튜연우페는 직선이여 걸아. 앞연우리와 "H 연부려는 활퉁모양의 원 
활한 호흘r "1 운r:+‘ 쉬변두려는 바깜융 향하석 확장되였요며 좁윤 원행을 이룬다 조 7} Cl j 의 앞높이 
는 뒤보다 작jJ.. 최대높이는 조가비킬이의 가운례 앞부분에 좋인아. 생장대는 넓고 영현한며1 15-

20술 ~ 아. 

산지와 증우1. 황해북도 송럼시 신성 e-j 송럼산홍 

palaeolimnadia gUa7쩡xiensis Chen_ 
( 도싼 3 그림 7-8) 

조 7} 벼는 싹은 원행얘 기껑아. 조카비의 길이는 5-6mm이며 높이는 4-5mm이아. 이 화석의 숭 
요한 흑징은 흥연두허가 짧고 각2썽이 특렬히 흔것이아. 각정운 동그렇고 불록한여l 조가비길이의 약 

5 을 차지한아 일반쩍으호 조가비의 앞연우려와 배연우려 위변우려는 규척쩍인 원형에 7}캉아 생 

장션은 굶아. 생상대는 넓 고 평 연한며I 10-14줄 었아. 

산지와 충우1. 황해북도 송럼 시 신성 러 송립산풍 

pa[aeolimπadia intermedí a S hen 
〈도완 3 그임 9) 

조가비는 긴 타월행이다. 조가비의 걸이는 4-6mm 야여 높이는 옹‘5mm 이아. 퉁연우려는 직션 

이며 걸아 각정윤 크고 불록한례 조가비높이의 약 훌융 "r 시한다 앞연두려와 뻔우려는 활응 

모양의 원활한 호률 이룬다. 뒤연우리는 좁은 띈행융 이푼다. 조가닝|의 앞높야는 뒤보다 약간 낮 



10 

마 최대높이논 조가비킬야의 가운혜 위쳐한다. 생장션은 7} 늘고 용록하아. 

산지와 증우1. 황해 북도 송럼 시 샌성 i!-l 송령산 흉 

Palaeol imnad‘a meπglaensis C hen 
( 도완 3 그힘 10) 

조가비는 계란오양에 가깡다. 조가버의 길이는 :3. 5-4. 8mm 이며 높이는 2‘ 5-ι5m찌야다. 각쟁 

은 크 고 조써높이씩 약 철 차지한다 조 7} 배와 앞연두 .-;1 와 ~B 딴쭈페 는 혈흥R 양악 원찰한 
.:2:.플 이룬다. 뒤연우려는 좁은 원행을 이룬마. 조 7} 1ol 1 악 앞높。1 는 위보다 크아‘ λ깅장애는 8줄깎에 
되지 않는다， 

산지와 훌우1. 황해북도 송럼서 신생러 송힘산홍 

Euestheriidae Defretin.1965 
Euestheria sh!zibaoeπsis Shen 
{도 i싼 3 二L 힘 11) 

조까비는 규최쩍언 긴 랴행행에 가깡약. 조 J}tlj 의 갤。1 는 5-5. 밟1m "1 .il 놓씨는 4-4.5mm이냐‘ 
4 

동변두려는 진 직션영베 챔체 장이쩍 약 ïf 활 차;(]했q. 4;생용 싹용여1 까운쐐 않부훈에 놓안야/ 

생?상대는 넓-표 i생팽한에 12-14줄 있 l까. 생양선흘 차-~ .ïl. 용욕혀다9 
산 XI2J 종우i. 황해북표. 송링사 신생í!-j 송햄산흉 

Euestheria complanata Chen 
(도왔 3 ~.댐 12) 

조가벼는 퓨책적안 타원형아아. 조차 tl] 와 껑이는 5-6. 닮1m 01 며 높이는 3-4.5IllID 야아. 각쟁뚱 
작은베 가운예 앞부분에 위치참하. 층연두í!-l 늪 에교쩍 강현이아. 조사바의 앞， 위변두-태는 바창흉 향 
하여 거의 대청용 01 풋아. 조7}벼와 앞. 뒤 딴우려는 셔호 강약f 생 2상션윤 J}놓고 활록하아 

산 XI와 총우1. 황해 북도 송링 셔 신성려 송령산룡하부 

Loxomegaglyptidae Novolilov, 1958 
Diαplεxa guandaoya강 nsis Shen 
(도싼 3 그컵 13 ) 

조가 tl1 는 작고 약잔 활륙하까- 조 7} 비악 질야는 4-5mm ol여 높이는 3-4mm 이아 동연우려는 결 
다. 각정은 앞부폼에 놓인q. 앞， 애연우려는 야래흉 향하여 원황한 호률 이후려 뛰연두러는 tI].Æ.갱 
좁은 원행이다. 생장션은 굶.il!L옥하아， 생장애는 넓11.. 약깐 경사져있는예 14-생줄 있아， 생장대우-
에는 여러행래의 작은 그울행삭이 있다. 

산지와 종우1. 황해북도 송립시 신성려 송링삼흉 

Anyuanesther~a truπcata Shen 
(도판 3 그힘 14) 

조가비는 작고 훌룩한예 원형에 가 2강다. 조가비의 걸이는 4-4.5mm ol고 높이는 3-3.해1m 야마. 음 
뻔두려는 짧다. 각챙온 조가벼의 가운떼 앞부붐에 놓언.다. 조가바의 앞놓이는 뒤보다 작다. 생장션 
은 가늘다. 

산지와 홍우1. 황해북도 송럼시 신성리 송링산흉 

Eosestheriidae Zhang et Chen, 1976 
Eosest heri a ovaliformìs Chen 

( 도판 3 그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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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비는 3각행에 가깡다. 조차비의 길이는 lO-l1.5nm 이며 높이는 8-'--8.5mm 이아. 융연투하 
는 긴 직선이다. 앞변우려는 규칙적인 흔 원행율 이루는데 앞퉁변두리와 거의 직각으로 사켠다. 
둬연두려는 좁은 월행이다. 조차Il]의 앞높이는 뒤높이 보다 2배냐 뎌 크다. 생장애는 21-23줄 었 
다. 조가벼의 앞부분파 애부분의 생장대우에는 작은 그물장식이 불규칙적으로 배렬되여있아-

산 Ã'와 종우1. 팽안북도 신의주시 백호동 신의주홍 

Eosestheria iπtermedia (KobayaShi et Kusumi) 
(도판 4 그립 1 ) 

조가에는 긴 라원행야다. 조가비의 길이는 1O-12.5mm이며 높이는 6-8mmol 아i 등변두리는 긴 
직션이다. 앞변우려는 넓은 원형이며 배연푸려는 활등오양의 원활한 호률 이룬다i 각정운 작은례 앞 
부분에 치우천다. 조가벼의 앞높이는 둬높아보마 크다. 생장션은 비파죄 가는 펀이아. 생장애는 20-25 줄 
~마. 조가비의 앞부분에는 작윤 그울장식이 있는녀1 뒤로 가연셔 정차 7t늘고 밀집된 선장식으로 
연한다. 

산지와 종우1. 팽얀북도 신의주시 액효통 신의주홍 

Eosestheria chii (Kobayashi et Kusumi) 
(도딴 4 그림 2) 

조가벼는 네오난 원행에 가깡다. 조가벼의 길이는 9.5- l1 mm 이며 높이는 6-ìmm 이다. 응연두~l 
3 

는 진 작션융 이루는례 조 7~ 111길이의 약 J 융 차 .'11 한다. 각정은 앞끝부분에 워치한아. 앞연우려는 직 

선얀례 등， 배연우려와 거의 직각으로 사컨다. 애연두려는 아래플 향하여 환등 E 양을 이훈다. 조샤 
바의 앞높이는 뒤높야보아 1. 7배 크아. 생장선은 굶다. 생장애는 넓 1L'영펀한떠11 16 줄 있다. 생장대 
우에는 작은 그불장식파 가늘고 밀집된 션장식이 있다. 

산 Ã'와 증우1. 평 안북도 신 의주시 액 ii...통 신의주흉 

Eosestheria middertdorfii (Jones) 
(도딴 4 그엄 3-4) 

조 7}벼는 계란오양이다. 조가비의 길이는 9-11mm이며 높이는 6.3-8mm 이다‘ 층연우려는 긴 직 
선용 이룬다. 뒤연 E츄라는 뒤흥면우려가까야에서 좁은 원행을 야룬다. 생장대는 25줄 있다” 조가비 
앞부분약 작윤 그웅장삭은 뒤로 가연서 섭차 가늘고 밀집된 선장삭으로 연한아. 

산지 오} 종우1. 평안북도 신의주시 액로J통 신의수흉 

yaπ.jiestheria eπdoi (Kobayashi et Kido) 

( 도판 4 그럼 5) 
조가벼는 네오난 월행에 까깡마. 조가벼의 길이는 9.5-12mm 이여 높이는 7-8.5mm 이아. 등연우 

려는 긴 직선이아. 각정은 조가벼의 앞을에 위치한다. 앞연우리는 앞등연두려와 거의 직각으로 사컨 

마‘ 배연두려는 아래를 향하여 활퉁모양을 이룬다. 조가 tl] 의 앞， 뒤높이는 서로 같다. 생장애는 30-
35줄 있다. 앞부분의 작은 그울장삭은 뒤로 가연서 점차 가늘고 일집된 선장식으로 연한아. 

산지와 즘우1. 평얀북도 신의주시 액효통 신의주롱 

yan.jiestheria jiαoheeπsis Chen. 
(도판 4 그럼 6-7) 

조가비는 계란모양에 가2깝아. 조가 III 의 걸이 는 8.5- 1O.5mm 이 며 높이 는 5-7mm이 아. 퉁연 우려 

는 긴 작션이아 각쟁은 앞부분에 놓인다 조가비익 앞높이는 뒤보아 크여 걸이는 융。l 되는 앞 
부분이 쩨일 높아. 앞변우려는 둬연두~1 와 거의 90。로 사건아. 애연우리는 거의 직선에 가깐다i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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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려는 뒤동연우려가까이에셔 흉온 월행융 。l 룬다. 생장션용 가놓다. 생장애는 비교적 넓용 현안예 

15-20줄 있아‘ 생장대우에는 작은 그풀장식파 가늘고 밀집원 션장식이 었다. 
산ÃI와 증우1. 평안북도 신의주시 액효홍 신의주홍， 함경북도 온성군 세션려 세션홍 

Yaηjie8t heria s a:itoì (Kobayashi et K usumi) 
l 도판 4 그럼 8) 

조가비는 네모난 원행에 가캅아. 조가벼의 걸어는 9-lOmm이며 높야는 8-9mm이다. 통면우려 
는 짧은 직션이아. 각쟁은 흥연두리 앞끌가까。1 에 위치한아. 앞연무리 는 직션안혜 풍연우리와 거의 직 

각으로 사캔마. 배연우려는 짧은 직선얀며1 뒤배부분이 강하게 풀려운아. 생장애농 26-30줄、었다i 
생장대우에는 작은 그울장삭파 가놓고 밀집된 션창삭이 었다. 

산지와 종우1. 평얀북도 신의주시 액로통 신의주흉 

Yα njiest heri a hatobiformi.s (Kobayashi et K usumi ) 
(도판 4 그링 9-10) 

조가 u] 는 얀원행에 가2깝다. 조가비의 걸이는 8 -lOmm야여 높이는 6-7mm 이야. 응변푸려는 진 
작션이다. 각청은 앞부분에 위치하는례 볼록하게 1+와있아， 조가비의 앞， 배， 뒤연우려는 
반원을 。1 훈아. 조가비의 앞， 뒤높이는 서로 같고， 가운배부용야 쩨앨 높아. 생장션은 닝 1.;표적 ~.표 

생장대는 16-18줄 었다- 생장대우에는 작은 그울장식파 샤쓸Jl 멸접훤 씬장식이 없"1-。 
산 ÃI2J 홍우1. 함경북도 온성궁 세선려 셰선룡， 챙얀북 jξ 신악주시 i썩 j승용 신획주홍 

Yanjiest heria Kμt l'langkouensi8 (Kobayashi et Kus umi ì 
(도판 4 그립 11l 

조가비는 퉁/닐하다. 조까벼의 깊 이는 9-1181111이며 높이는 7-8mm 이아. 흥변두려 는 버교적 짧 

윤 띤이다. 앞연두려와 배연우리는 웠활한 호률- 이후는례 뒤배부분이 확장되여있다. 조가씨의 앞높 

이는 뒤보다 작Jl 가운례가 채얼 높다. 생장성은 바.iil석 굵은 펀。!고 생장때는 21 좋 없다. 생 7J

대우에는 작은 그풀장식파 가놓고 멜집된 션장식야 있다. 그울창식 윤 우로 올라가연서 성차 규-쩍 

씌으로 놓야며 그불구명은 작 11 깊아‘ 
산 ;(1와 종우1. 평 얀북도 신의쭈서 백로통 신의주롱 

i’Qηjie8tkeria yuneηensi8 (Chang et Chen.l 
( 도판 4 그캡 12-13) 

조 7가} 닝바1 는 계 럭란i3오E 양 。야1 마. 조 카 B버l 의 걸 。야1 는 9-12찌mm 。이1 며 높 이 는 7-굉-‘’. 

션인베 즈조~7가}닝버’걸。야1 의 ~ 률 차지한짜. 각쟁은 초가비의 가운례 앞부분에 위치한다 앞변두려와 해 
3 

연두리는 월활한 후률 야루연서 사컨 4. 뒤배부분야 확장되였다. 조가버의 앞높야는 뒤보마 작다. 
생장씬은 굶고 불록하다. 생장애는 넓고 평펀한며11 14-20줄 앓다. 생장대우에는 작은 그울장식이 있 
는례 그울장식윤 수직방향율 따랴 연장되면서 점차 큐칙석으로 배렬된다. 그울우멍은 작고 일바 

닥윤 깊다. 

삼지와 종우1. 함경북도 온성균 셰선려 세선홍 

Yaπliie8theri a 8iπeπSi8 (ChiJ 
(도판 4 그립 14) 

조가비는 계란포양이다. 량쪽조가비가 다→있다. 조가비의 걸이는 lOmm이며 높이는 7.581111 이다. 

등변우려는 비교적 긴 팬이다. 각정은 앞부분에 위치한마. 조가벼의 앞높이는 뒤보다 큰례 가운례 
부훈에 제 일 높아. 생장션은 굵고 생장대는 25-28줄이다. 조가비의 앞부분에는 작은 그물장식 이 
밀·집되여 분포되여었다. 그울구영은 작고 그울벽은 우껍다. 

산ÃI와 종우1. 항경북도 온생군 세선려 세선홍，형안북도 신의주시 액로통 신의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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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jiestheria longa Chen 
(도판 4 그힘 15 • 도환5 그협1) 

조가 11] 는 계란표양에 가깡 4. 조가벼의 킬이는 lO-llmm이여 높이는 6-8mm이다. 흥연우리는 
긴 직선이약， 각쟁윤 작용베 조가벼의 앞끌부분에 위치한아. 조가배의 앞， 해 높씨는 셔로 갈다. 
앞연우려는 배연두려와 월활한 호흉 01 푼아. 생장대는 15~18줄 없야. 생꺼앙대우에 있는 좌은 4풀 
장식은 수칙방향융 싹라 올라가연셔 정차 규칙적으효 밀챔회여 훈포되여있다. 

산지와 종위. 항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세션홍， 쟁얀혹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흉 

Diestheriidae Zhang et Chen , 1976 
Diesteria loπ.ginqμ a Chen 
(도완 5 그링 3) 

조치-바늪 긴 하원형이다. 조가배의 길야는 11-l2mm 야 여 높야는 6-7 1l!1lll야마. 조가 1011 의 걸。1 
와 높아버높 2:1에 가캉다. 흥변두려는 긴 직선야다‘ 해연우려는 진 작선안례 뒤배부분야 성하체 
플려운녀- 뒤현우려는 뒤퉁변두려가까야에셔 좁윤 월형융 야푼다. 조까비의 앞높야는 뒤보다 작 
아. 착청은 조가비의 앞끌부분에 위치한다. 생장대는 25-30줄 있아. 생장대는 앞흥연두려에서 
직선.2..로 렴결되는것이 흑정。1 다. 앞부분의 그울장식용 뛰-포 커연셔 정차 가늘고 띨집왼 션장식으 

호 연한다. 

상ÃI없 종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t썩ι 흐통 신의주흥 

Neodiestheria gigantea Chen 
( 오완 5 그링 2) 

조가벼는 진 타원형 혹은 계란모양이야， 조가벼의 갱이는 8-101뼈이며 높이는 6-6.5mm이다. 
풍변두려는 천 적션이냐. 각쟁은 조가벼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조가버의 앞， 뒤높이는 서호 강 
다r 생장션은 굶다‘ 생장대는 넓고. 평연하여 14-‘’ 18줄 있다. 생장대우에는 작은 二L울장식이 밀접 
돼여있다a 조가펴의 얘부분파 뒤부분외 생장매우에능 겹천 그울-장식이 있다. 겹천 그불쌍식윤 수 i썽 

으 !t 연장혀는례 l 울벽윤 7}늪<ìl '샅바닥은 얄Jl 앵란하다. 그풀구멍운 크다. 
t삿r;':1 없 종우1. 항경북도 온성군 채션 ~1 세선홍 

Neodíestheria changd01땅ensis Chen 
(도판 5 그럼 4 ) 

조차벼워 철야쓴 12~13mm"1 며 놓이는 7-9mrn 이다. 흥연두터는 짧고 각정은 가운셰 앞l휴분 
씌 우}치한아. 앞변두<，.]와 un 변우리는 원활한 효를- 이후연서 령결원다. 뒤배부분야 약하게 을ß-l 웠 

생정때는 18-20 줄 퇴는택 작은 그불장식이 일집되여없다. 배부분과 뒤배부분잉 생강대우에 

릎 껍첼 :1..용창식이 있다‘ 그울구맹은 3..표 그윷벽은 7}늘다. 그울일바닥윤 S쩡한하고 얄다. 

싼ÃI2f 즘우1. 함경북도 용성균 셰션러 세션홍 

Neodiestheri a dalaziensi 8 Chen 
( 도판 5 그힘 5) 

조가비는 계한모양에 가깝다. 조가비의 킬이는 9-12mm이 며 높이는 6-7mm 이다， 풍변두려 

는 긴 직선야다. 각챙은 작은배 앞부분에 워치한다. 조가비의 앞， 뒤높이는 서로 같다. 앞변두려 

는 직선에 가까운례 앞배부분에서 비교적 급하게 훤다. 배변두려는 활릉요양의 월활한 호흘 이루 

는떼 뒤배부분이 들려운다. 생장선은 7}늘아. 생장때는 15-17줄 있다. 생장대우에는 작윤 그울 

땅석이 벌집되여었는례 조가벼의 뒤부분에 겹친 그울장식이 뚜렷하게 나랴난다. 겹천 그율장식윤 

수평으호 연장되는례 구영윤 크고 일바닥은 평란하고 얄다. 

산 X12~ 종우1. 항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셰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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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estheriidae Chang et Chen. 1975 
Orthesthería lanxiensis Chen 
(도완 5 그링 7) 

조가비는 작윤 원형에 가짱다. 조가바의 질이는 3-3.7mm이며 높이는 3-3. 5mm 이아. 층연우려 

는 짧고 우률 향하얘 월활하게 휘여률었아. 각정온 가운례 위치한바. 조가벼의 앞， 배. 뛰연두려 

는 월형에 가짱아. 생장대는 얘우 좁고 멜접되여 분포되는예 30-35줄 있다. 생장대우에는 짧고 
홉온 선척추가 있다. 

비교 

。1 총의 생낌새와 륙정온 Orthestheria iπtermedia (Chil 와 벼숫한배 다만 킬이와 높이비 
가 마르아. O. 짜termedia의 걸이와 높이벼는 1. 5: 1 이 되지만 치채하는 종은 1: 1 이 훤다. 

산 ÃI와 종우1. 자강도 중강군 장홍려 연우려홍 

Orthestheri a hμ，ngshaikoueπsis (Chang) 
(도판 5 그립 8-9) 

조가비는 작고 두껍다. 초가비의 질이는 4-&nm이며 높이는 3-5mm이아. 각정온 작고 풍연우 
려 앞끌부분에 위치한4. 앞변우려와 배변두려는 활풍모양의 웹활함 호훌 。1 훈다. 뒤‘천우려는 앓용 

훨형이다. 조가 111 의 앞높이는 뒤보다 작아. 생장션은 가을다. 생항애는 30-35줄 없다. 
산자와 종위， 자강도 중강군 장흉려 련우려흥， 함경북도 온생 군 세션려 세션홍 

Orthestheria intermedia (Chi) 
(도판 5 그럼 10- 11> 

조7}퍼는 작고 투껍다. 초가벼의 길이는 3-5mm 이며 높이는 2-뼈m 이다. 각쟁온 작고 등연우 

려의 가운례 앞부분에 위치한다. 퉁변두려는 척션이다. 조가비의 앞， 뒤변두려는 거의 대칭되는 원 

행에 가깡다. 배연우려는 직션이고 뒤배부분。1 약하게 확장되얘었다. 생장션은 가놓고 불록하마

생장대는 35-40줄 있다. 선척주는 짧고 굶으며 직션이다. 

산지와 종우1. 자강도 중강군 장홍려 련우려홍 

Orthestheri a reiTl iformis Chen 
(도판 5 그럼 12-13) 

조가비는 타원행에 가깡다. 조가벼의 길이는 4-5mm이며 높이는 3-빼m 이다， 동연두려는 짧 
.ïl. 직션이며 우률 향하여 약하게 휘여들었다. 각정은 작고 가운례 위치한아. 앞변두려는 칙선에 

아. 배변두려는 비교적 i영펀한례 뒤 배부분이 약하게 들려운다. 조가비의 앞， 뒤높이는 셔로 갈다. 

생장션은 가늘다. 생땅대는 좁고 밀집되여 분포되여있는떼 50-60줄 있다. 

산지와 종우1. 자강도 중강군 장홍려 변우려 흥 

Orthestheria asmussiformis (Chang) 
(도판 5 그럼 14) 

조가비는 3각형에 가2깝다. 조가비의 길이는 2-하Imol 며 높이는 1-2mm이다. 앞연두리와 배변 

우리는 원활한 호률 이룬다. 배변두려는 직선언례 뒤배부분이 약간 둘러운다. 둬변두려는 좁온 월 

행이다. 각청은 작고 앞부분에 놓인다. 조가비의 앞높이는 뒤보다 약 2배 크아. 생창션은 가늘다. 

생장대는 좁고 띨집되여 분포되여있다. 배연우려에셔 10줄만 나타냐고 냐머지는 찰 알려지 않는다. 
산지와 종우1. 자강도 중강군 장홍쉰l 련우리 홍 

Orthestheria ledueηsis Chen 
(도판 5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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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1 는 너l 오난 원행 에 가2갑아. 조가，，]의 걸이 는 3-3.5mmo] 여 놓이 는 2-2.5mm 이 다 퉁연 
두리는 짧은 직 션이다. 각정은 작은례 가운례 위치한아. 조가벼의 앞， 둬높이는 서로 갚다. 생장 

션은 가늘 jl 생장 rH 는 30-40줄 있아. 생장대우에는 짧표 굶은 션상식이 직선으로 놓인아， 

산 ÃI와 종우1. 자강도 충강군 정홍il'1 련우i!] 흉 

Orthestheriopsis tongfosieπsis Chen 
( 도 관 5 그 링 16- 17) 

조샤씨는 계란모양이아 j 조가비의 갱이는 3-4mm이 ïL 높이는 2-3mlfi 야아. 층연우리는 짧은 
직선이다+. 작쟁은 작요 가운베 앞부분에 워쳐하는례 등-변두il'j 우호 약간 올라온아. 앞변우리는 

작선야며 앞배부분에서 ，，].a적 급하체 훤아. 배연두려는 직선에 가까운래 뒤배부분이 약간 을려 

운다. 생상애는 20-25줄 있아. 각정부근의 생장대우에는 자는 구 C닝장식이 있는것이 특정이다. 

산지와 증우1.자강도 중캉군 장홍‘;;] 련우려흉 

paraπestoriα cf. tongshaηensis (Chen et shen) 
(도연 5 그링 18) 

조까벼는 태오난 원행에 가깎뎌. 조 7} 벼의 걷이는 6-7mm 이며 놓야는 5-6mm 아다. 각정은 작 
ïL 가운뎌1 양부분이1 워치한t:.t. 등연우썩는 짧고 우로 약하게 휘여든다. 앞연우려는 앞퉁변두려와 
거의 식각을 여부연서 샤컨다. 조가비와 앞. 뛰높이는 서로 같다. 생장때는 18-21 줄 없다. 조가 
바의 까운례와 웃부분에는 푼 ::L불장삭이 냐라난다. 배부분에는 선땅삭이 있아‘ 셨척주는 굶은여1 

짧윤 선여 끼여었다4 

산 ÃI 없 종워. 자강도 J션천 T 운송￥- 뽕천봉동 

Jilinestheriidae Zhang et Chen , 1976 

Ne πlestheria yunnanensis Chen 
(도판 3 그링 1-.2) 

조;샤바는 진 E↓원행에1 가깡다. 조차벼의 길이는 3mm 이며 높이 는 2.2mm이다g 각쟁은 작고 가운 
례 앞부분어} 놓얀다- 응변두리는 직선야며 킬다. 앞변우려는 넓고 황등모양올 야룬다- 배변두il']는 
아래플 향하여 약하쩌 휘여들었아ι 뒤연우려는 규적석언 켠형。l t:.t. 조가비의 앞， 뒤높이는 셔로 비 

숫한태 앞높아가 약간 작다. 생장션은 가늘고 볼복하다. 생장대는 않고 평펀한더I 20-25줄 있마‘ 
가운례부분에셔 신장식이 녀타난다‘ 션척주는 흙고 작션이다. 선척주는 비교석 성윷고 풍。1 잘라 

신다‘ 
산 AI와 즘우1. 팽약사 만경대우역 팔끌 한봉산홍 

Nemestheria jiutaiensis Zhang et Chen. 
(도싼 3 그럼 3) 

조가비는 제란표양에 가7상다. 조가비의 걸이는 4mm 이며 높이는 2.5mm이다. 각쟁은 작은례 앞 
부분에 워치한다 등변두i!]는 긴 직선야다‘ 앞벤우리는 활응포양의 원활한 호릅 어룬다. 배연우리 
는 팽현하고 직선에 가깡마， 뛰 변두리는 뛰배부분석 심하게 처진 상래에서 바교잭 좁용 원행융 

。}룬다. 조가바의 앞높여는 뒤보다 작다. 생장션은 굵고 불록하다. 생장대는 넓고 형펀한례 10-14 
줄 있다. 앞배부분의 생장대우에서 선장식이 약하게 나랴난다. 

산지와 종위. 평양시 만경 대구역 펄끌 한봉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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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nocyprideα cf.osurieπsis Lee 

( 도판 6 그-링 3) 

조가비는 ::3...고 바르지 옷한 제행 또 는 건 타원행에 가간아. 릉-변두리는 

였으며 애연푸려는 싣하재 안으로 느야강까ι 앞연푸-려는 고르로운 원행으효 

풍글게 휘다가 배번1 우려 가까아에서 끌 J~n 경사셨아. 앞끌이 두1 끝보다 약간 낯다 i 

o~ 강하다. 조가t11 걸어는 1.37mm이고 높이는 0.6얹nm 이다. 

52.수.，1 중장궁 까강도 산 ;:1 와 증우!‘ 



산지와 증우1. 샤강도 충강군 오수i3-1 흉성홍 

Adυeπocypris Schn eíde r, 1956 

Advenocypris sp. 

(도한 6 그림 9) 

• 

17 

조가벼는 얘우 크고 랑정하지 훗한 삼각행이다‘ 등변우려가 애우 심하체 밖으로 휘였는셰 중 

부에서 요가냐게 꺾이였아， 껴기에 앞변두려와 뒤변두i3-]쪽으호 급하게 껑시졌다. 배연두려는 걸고 

곧으며 배 C션은 평단하，+. 앞현우리는 공고 앞 등각이 잘 냐 라난다. 뒤 연우려는 퉁글하아. 조가 tl] 

에서 제일 높은 곳은 종부야다. 매쪽 중부약간 앞에서 채영 두꺼쩍진아. 요연은 매끈하야. 조가비 
걸이 는 2.31mm이 고 높이 는 1. 44mm이 다. 

산 :q와 증우1. 평얀북도 박천군 중납터 봉수풍 

Sinizuia Lee , 1965 

Sinizuia tr‘ iangul aris Lee 
(오딴 6 그띄 5.-7) 

조가비는 쿄31 상각형이다 SìJ조가벼씌 당땐우리는 심하거] 밖으효 휘였는혜 평-띤샤 푼쳤용 01 

:유연 λ.2..차나제 Z침이였다. 오흔조 7~tlI2J， 흥면두려는 왼조가비에 비해 약하책 꺾이였다. 핵연우썩는 

양거나 약간 안으효 들어갔다. 앞끌파 뒤을이 놓이는 거의 갚은-례 앞끝이 약:갚 i겨 높아， 조가 "1 에서 

제얄 높은곳윤 풍부이다， 앞변푸i3-1 와 두1 변 lF- 려는 풍판원행으 효 휘였는영1 쉬연우려가 싹강 풍양ι 왼 

조가비가 크고 오른조가비흘 겁썼는뎌1 종변푸려와 례변우 fl 흑에서 싱하고 앞뛰끌에서 약하재 

아 제일 두꺼운곳은 조 7} >l]뚜딴 또는 약간 뒤쪽이아. 조까비의 표연응 에딴히A. 짚 7}tl] 의 걸씨 

는 1. 21mm이고 높이는 O.70mm 이며 푸께능 0.4예1m 이다‘ 

산 ÃI 없 증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 jξ-흥 신의주총 

Siniz，μα formosa Lee 

(도띤 6 그텀 8) 

조 71 Hl 는 cLil 낮은 삼각행이다‘ 등 t션우려늠 십하거1 밖~~ 휘였 i:: r~l 꺼풍부-헤서 오찰 ó 1 후현서 

꺾씬약 배연두려는 약간 안으료 뜰어간 1까‘ 갚끔이 뒤장보다 낫다 조차 Bl 악 복싼 또는 약간 획 

쪽。，，11 영 풍다. 해월파 앞끌윤 거의 갈거나 뛰음1.이 좀 끊다 ι 완조가 H] 쓴 오른조가비 보다 표31 

_-I 휠 강썼는 011 풍떤두려획 UM 변우려께서 심하다 제일 두꺼운끗은 얀간 뒤쪽이다‘ 조차 H] 약 Ji연 

Jι n1i 끈하다， 조 7] 비 칭이는 1.00mm 이끄 견이는 0‘ ~)Onm이려 두찌는 O.38mm이다. 

상J.: 12f 종우1. 평안북도 신띄주시 애호통 신의주흥 

Cyprideα Bosquet, 1829 

Cypridea zungangensis Lee 
(도판 6 그쉽 10) 

조가비는 크끄 라원형이다. 등변두러는 d] .iiL석 곰은례 앞퉁각이 뾰족하게 도드하졌다. 111l연우 

려는 끌다. 앞변우리는 넓은 원행으로 고르홉게 휘였다. 뒤연두러는 바교석 교프풍체 구부러쳤 

다 조가비의 앞&되는곳이 제일 놓고 조가버의 샤운례 뒤쪽이 샤장 두껍다 잘구려와 잘구려 
옹은 냐타나지 않능다 조가비의 표띤은 얘끈하다 조카 t11 의 앞 흥 쪽에 얄.il 퉁근 흉이 있다. 조 

가버의 중부 좀앞쪽에1 치우쳐 찌프i3-1 데아파 유행의 근육사 e~! 꺼 있다 조자벼의 길야는 1. 32mm 이 

고 높이는 O.15mm 이 다. 

산 ;;1 와 증우1. 자강도 중강 군 요수러 룡성 홍 



~ 

18 

Cypridea pyonghwarieηsis Lee 

(도판 7 그럼 1) 

조가비는 크 3L 라원행이다. 흥변두려는 밖으로 휘였고 배면우려는 앞으로 약간 들어갔다‘ 앞 t션 

우려는 3L료롭게 원행으로 휘였 3L 돼변우려는 원행으로 휘였 4. 앞연우리와 뒤변두려는 거의 대칭이 

아. 조가비의 가운례 부분이 제 일 높고 뒤 되느 부욕이 가장 두껍다. 앞변우리는 떠오양으로 앓 
3 

아 조가바의 앞응파 가운례 통 사이에 얄은 세개의 흉이 있는례 맨 웃쪽흠야 좀 크고 깊다. 잘二F 

려와 갈우려흡윤 뚜렷하지 않다. 요연은 P~ 끈하아. 조가비의 길 01 는 1. 45mm이고 높이는 0.76mm이 

며 두께는 0.64띠m 이다. 

산 ÃI오| 증우1. 황해북도 팽산군 팽화러 팽화;:;]롱 

Cypridea aff. pyoπghwariensis Lee 

(도판 7 그럼 2) 
조가비는 프다 타원행에 7] 차다. 퉁연두려는 공고 뒤로 약간 정사셨다. 애연두려는 끌셔니 약 

간 안으로 들어갔다. 앞연두러 는 넓은 원행으로 휘셨 는래 야래쪽시 급하아. 위딴뚜퍼는 풍난원행 

으로 뚱글거1 휘였는데 웃쪽파 야깨쪽이 >l j .ìil.적 곱게 갱사졌다， 앞끝이 뒤곧보다 놓r:l. 소샤바의 

앞융희는 부분야 채일 높고 둬융 되는 부분이 가장 두껑다 쐐려1 등파 앞풍쪽에 3쩌 표치 찮은 
옴-이 있다. 앞변두려근 띠오양을 이루연서 앓아셨냐， 조가비의 암애쪽에 갈구려와 갈구 "'1 흠이 않 

다.11띤은 애강-하다. 소 7} 비 깅。1 는 1.36mm이고 풍이는 O.72mm 이며 우께는 O.61mm야다. 

산지와 종우1. 황해북도 평신굽 팽화;:;] 평화려흥 

Cypridea carlorostrata Hao 

(도판 l。 그럼 1) 

조가비는 i 교 얀켠행 휴은 하원행이냐. 등변우리는 닫거냐 약간 밖으로 휘띤사 뒤 로 생사졌 

아. 배연우리는 비교적 곧아 앞변우리는 넓은 원행으로 고르롭게 휘였는리} 웃쪽은 성샤졌다 뉘 

연두려도 원행을 이후면서 휘였는례 웃쪽이 껑샤겼다. 앞끝은 뒤 끌보다 쩔씬 높아 ν 쪼가바 앞 

융되는 부분이 제일 높고 뒤쪽부분야 가장 우껍아 조가비의 앞릉각은 뚜렷하아 조가비 복판에 

서 등변우려 쪽으로 넓은 흠이 있다. 갈구려와 갈구리옹은 냐타나지 않는다. 조가비의 길이 는 

1. 28mm 이고， 놈이는 0.67mm 이다‘ 

산 ;\1와 증위. 자강도 뚱강군 오수리 룡성동 

Cypridea ryongaksanensis Lee 

(도관 8 그럼 1-3) 
조가벼는 크고 타원행에 가 7갑다， 등연우려는 밖으로 휘였는례 원조가비는 비교적 고르롭게 

휘였고 오른 조가비의 둬끌은 급경사플 이부연서 뒤연우"']로 넙어간다. 조가비의 앞등각은 영확하 

다. 배변우리 는 곧거나 약간 람으로 냐왔다. 앞연우러는 원형으로 휘였는례 아래웃쪽이 급하고 가 

운례가 느따 조가비의 앞융되는 부분이 셰일 높고 뒤 i 부분이 제일 두껍아 갈구러와 갈구 

리흠이 뚜렷하다. 조가비의 표연은 매끈하아 조가비의 길이는 1. 15mrn 이고 높이는 0‘ 57mrn이며 우 

께 는 0.39mm이 아. 

산 ;\1 와 증우1. 평양시 만경 대구역 룡봉러 대보산홍 



Cypridea cf. globra Hou 

(도판 7 .l 럼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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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비는 크_ll 긴닭알모양이아. 등연두리는 밖으로 촬포양으로 휘였 jl 매연무리는 거의 공거 

나 약간 밥으효 휘였다. 앞연우려와 뒤연우려는 풍날게 휘였표 서로 대칭이다， 았t펀우러가 뒤변두 

1 .,...,1 1.- ..，~， _1 ..,. 1 1 ~j 보냐 약:간 높다. 조가비의 앞 효되-c곳이 가장 높고 꺼 효되 능곳이 가장 두껍짜 앞배면우 ~j 쪽 

에 크지 않은 강구려와 갈二r-ìò'j 흠이 었다. 정교연두려 는 써liíl 석 끔다. 응 t션두러의 까운띠1 부분에 서 뒤 

쪽에 치우쳐 얄고 짧은 섭교흉이 었다 조가비의 표연은 애강하다. 조가비의 킬이는 1. 02mm 이고 

높 야 는 O.lJmm 이 며 우께 O.48mm 0] 냐‘ 
산A' 와 즘우1. 영양시 안정 대구역 룡봉-러 대보산동 

Cypridea tósongensis Lee 
(도판 7 .2 럼 3-5) 

조가비는 크고 라켠행이아. 등떤두려는 약간 밖으로 굽었는례 앞')되는 곳에셔 보，가 냐제 굽 
니 

었아‘ 」입고연한바는 비교석 짧다. 응쪽으로 보연 첩교연두러를 따바 깊은 성교흩이 있아. 매연 

우려는 서의 긍다 앞끌은 뒤균보다 높아 가장 높은 부분은 앞웅되는 부분야다 앞끌은 많윤 원 
행으 i료 굽었 51 웃쪽이 좁 기울씩졌 q‘ 뒤끌은 약간 아래로 기울어지고 좁은 원형요로 굽썼다. 원 

조가 βl 능 오 jF주조치비플 강썼는례 배연푸ìò'j 에서 7} 장 않이 갑썼아 가장 두꺼운 팎분은 소가벼워 가 

운테서 헤쑥어] 놓인다 조가비 요연은 얘끈하다‘ 조가비 길이 는 1. 2야lm o j 고 높이는 0, 75mm 0] 펴 우 

께 는 Q‘ S8rnm 이 냐 
산처와 좀우1.쟁얀북도 신의수시 액호동. 호성려 신의 주홍， 

Cypridea hwangbukdoensis Lee 
( 도관 7 그엄 n 

조 기 비 는 크 고 랴 원 행 .'E 늠 i 란 령 이 다. 등변 두 ~j 는 심 。] 악 으 로 휘 였 jl 애 변 l뉴 려 는 약 간 깎 으로 
힘셨냐 앞면우간} 는 풍 글게 구부려셨는뎌} 웃쪽이 성사 셨다， 뒤 변 우리는 표프 옵거] 켠행으로 구부 

cl 셨 l까. 앞끝이 뒤끔보냐 낮다. 조 7] 비임 배부분이 심히 밥으로 나왔다. 등변두려와 매연우리， 앞 
둬 l션두 r!j 달 따라 바쿠|살모양의 가느다란 럭이 있는데 이것뜰은 등땐두려에서 내 잘 냐타난다. 잎 

UH 폭어1 갈구- ìò']와 잘구ìò'1 흠이 있다 완조 71 벼는 오른조 7} 매보다 크고 그를 감썼는티1 배변푸러쉐서 

셰일 뚜렷하마 조가비의 가운데 부분이 셰일 높고 뒤 3 되는 부분이 서1 일 두껍아 조가비의 깅야 

는 1.35mm 이 고 늪 이 는 l. Olmm 이 며 우께 는 0.63mm 이 다 

산 A'와 증위， 황해북도 은파군 초구ìò'j 청촌통 

Cypridea simchonensis Lee 
(도판 7 그림 6) 

조가비는 크고 타원행이아. 등연우리는 밖으로 휘연서 뒤쪽으효 심히 경사져있다. 해변두ìò'j 
는 끌거냐 밖으로 약간 휘였마. 앞연두러는 비교석 고르롭케 원형으로 휘였는례 웃쪽이 경사졌 

아‘ 뒤변우리는 좁은 원행이 고 웃쪽경사가 급하아， 앞등각이 뚜렷하다. 앞끝이 뒤끝보다 띨씬 높 

다 조가비익 앞-&되는 부분야 저1 일 높고 뒤쪽야 가장 두껍다 조가비의 앞배쪽에 큰갈구리와 

강구 iJ.] 흠이 있다 배연우려는 앓은 판모양을 이룬다. 조가비의 표연은 애끈하아. 조가 llj 의 길이는 
1. 42mm 이 고 높이 는 O.89mm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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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동 

CYP7‘ idea mediscris Lee 

(도딴 7 그림 8) 

조가비는 크고 펀-규직한 원행 또는 타원행이아- 흥연두리늪 끌고 뉘로← 약간 경사셨 jl d~ 변두 

려는 공아， 증 t펀우 δ1 와 배변두러 는 거의 영행이 4. 앞 i션두러늠 넓은 원행 으호 후1 고 뒤연두러는 약 

간 좁 jl 배변두 ej 외L 성하는 부분에서 급경사칠 야룬다. 앞끝이 뒤끌보다 약간 높아‘ 조가비의 앞 

황해 북도 은파군 초구iJ.] 산지와 층우|‘ 

길 없아 Jl.연은 매끈하아. 조가비의 갈구려흠이 

높 이 는 0 .. 95이m 야 며 두꺼1 는 0.59mm이 아. 

황해북도 은파운 초구- 31 첨 

갤 구리와 앞배 옥-어1 무캡다-7} 정 

이 는 1. 36mm이고 

산지와 종우L 

￡되는 부분이 

q왔다1 갚뚱각은 J우 j껏 하지 

거 운 뚱근 쌀1. 양 αl Jl 뒤 한 
g
‘? 

?
운
 
시
해
 

r c 

Cypride α sehoensis Lee 

( 5f} 얀 9 그럼 10 , 12) 

웅연뚜퍼는 갚고 장으며 약간 밥 

짚은 정 파흠신 jjr} , 앞끌윤 굉「 

조 7} 벼는 즈4→끄 낀 1f 행이다 

성 →[ι 변~，>31 플 싼 앓 고 。l

". 
)암조 71 비는 

조:가바는 푸캡냐. 조차터1 의 71 &c폐서 

변←접 뜰야 있다~~가비 칭 야는 L 13mm 

가장 높 I거. 곳 δ! 앞솥척는 

도Ljl 5L른조가바」름 '1 썼는혜 \lB 연우섹。끼서 체잉 심하다-

뛰폭부분야 가장 우껍 조자벼표r감셰는 흑모-냥띄 줍응과 

α1 표 높 "1 근 O. 58mm "1 여 우께늠 0.54mm야다. 

t:t ÄI 와 증우1. i행안닙도 푼팩 tr:- 서호구 , 행 

즙높고 조가벼야 11담윤 뉘 꽁보다 원행야냐 울여둔 
。

T 

안으효 룹이 

까울 c;j지Jl 

익낭끔은 뒤 

봉수흉 

7H쓴래 부푼이 약간 

갚끔웃쪽 은 아래호 

활릉3ε 양;으 료 굽었다 

박천 군 중 'J r31 

com.mutaε a Lee 

(도관 g 그링 4) 

조가비는 크고 사각형 또는 긴카원행이아. 창딴우려끈 공-표 

갔다. 해변두려는 안으료 을어겼으펴 우면두려는 거의 대칭이아. 

느런 활퉁모양을 나iC.j.‘써며 야래쪽은 원형이다. 되끝은 고르룹제 

포
 

배연두e.] 강썼는례 요른조가벼 를 L요 현~~71 버는 가창 약 융휘는꿋이 종 낮은데 풍보-다 

볼록렌즈모양이 

'" 
않은 

ι얀 앓은 

갑썼고 

고 뒤 ￡되는풋이 셰일 
영:으로 된다- 앞애각이 있는예서 판모양의 앞끌아래부분이 갈구랴플 이부며 1뒤에‘ 깊지 
강우려 0] ;j} 나 ε 시 려 김 이 는 1. 32mm이 끄， 높야 는 O. 거 mm 서 여 두께 늠 O.55mm 0] 냐 

산지와 즘우1. 쉽-성 북도 옹성 냥 서1 션 31 세선홍 

보 C연 

앞끌에서는 

조가벼플 흥쪽으문-

앓아져 ;{~ ;(-I 
o " 

7]-연셔 

강싼다‘ 

앞뒤쪽으로 

많야 다음 펴연 우러에서 

두껍다- 조가비는 

않이 제영 에서 

Cypri dea oversa Hou 

( 도관 9 그 럼 2-3) 

조가비는 비랴서 크고 불-규칙한 반타원랭， 긴란형이아. 제일농은 곳은 앞부분인데 높이는 경 

야의 선반보다 크다‘ 앞변두r3]는 풍글고 뒤변두러는 약깐 뾰족하다， 등연두려는 서의 끌 jl 짧으띠 

배면두려는 약간 오옥히며 킬다 원조가비는 오른조가비보다 약간 으며 샤유변두러한 r다라 오븐 

조 가 비1 쓸 댄 늠 냐 갑 싸 는 생 도 는 취 변 우 려 에 서 녀 현 저 하 냐 . 칼 구 e.1 는 삭 고 뚜 렷 하 며 앞 매 쪽 에 

치우셔 있아 소가닝Ji.연은 매갚하다 조가비위 칠이는 l. 55- 1. 75rnm이고， 높이는 O.9-1rn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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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리 세션흉 

Cypridea hyst γ! eosa Lee 

(도관 9 그럼 11) 

조샤바는 보홍 크기이 il 제행이까 ι 등-연두려는 곰j}. 뒤 로 경사졌으며 

갔아. 퉁변두"']와 배연 J듀려는 거의 피녕행이다‘ 앞연우려는 넓윤 원행 으로 

앞 융이 되는 부분야 세일높고 둬 끌쪽이 

배연우려는 안으로 

휘였고 뒤면우러는 

조가버의 

제일 두캡다. 조가비 복판에서 등쪽으로 까면서 넓고 갚은 등근 옹이 있다 흡주위에 큰 가시모 

양돋음들이 영 il 등연우려와 위연두리플 따라 보다 큰 가시모양 돋음당시 잊다. 배변두"'] 주워에 

는 돋응쓸이 없아 조가벼의 앞래쪽에 잘子러와 강구"']홍이 있는더1 뚜엿하지 않냐 조가 B1 의 걸 

。1 는 1. !2mm이고 높이 늠 O.87mm 이 아‘ 

산 ;(1있 출우| 황해북도 은파군 초구려 첨촌흉 

높다. 뒤끝보다 휘였냐. 앞끔이 사룹 이루연서 

C ypridea sp. 

(도판 9 :L ";j 1l 

조가씨는 a고 후1 여든 쩨행이냐 등떤우려는 둥닐거l 깎으보 냐셨고 해 L낀두려는 풍갚셰 익f 으-

효 플어갔다‘등」변두려앞끔은 앞띤두려와 느렌껑사로 섭하얘 두}띤우"，]q 는 거의 식각에 7] 까운 경시 

J공 정한::t. 앞변두.>\와 담변두，， 1 는 둥글하다‘ 갚연두간1 앞끝에 자유변우려가 장 L+ε} 난다‘ 그팔에 

갈구리가 잃ç.h 조가1:11 표연은 얘끈하다 조가비 칭이근 L 05rnm 이교 놓이는 O.8mm 이다 

서1 섣흥 

CypTide α ca 'll ernosa Ga!. 
( 도 j건 8 그 램 4'~5) 

등변 두려는 끌고 뒤로 

함경 북도 온성균 서l 선러 상 ÃI와 즙우| 

。~. :J:l. 。
SL E "C 거의 씨 변두，，1 는 

1 }•- ~ ... -사야샤j 
3 4 

경시 꼈다 ε+ 1;-1. ðJ 서 약-조자벼근 코고 

앞끝 

오른조가비보다 크 

있다ι 가장 IF찌 

놓인다. 조가벼의 

약간 경사졌다. 해끌은 월형으포 후1 였다 훤조가비쓴 

강 썼다 ι 앞패 쪽에 부리모양의 깔二r "'] 때 깔구"1 경 。1

닝 닝 。

T iC r 뚜렷하::t. 가장 긍ξ 은 뒤끌보까 높Jl 잎등각이 

.~ 놓얀다. 표연에는 만침s:.양악 우늬가 있다 작은 흔읍우늬가 

두께 O.5rnm 아 다. 

신익주홍 

품날거! 굽었고 웃쪽석 

배연푸러에서 가장 않이 

운 부분유 조가비의 뒤찮획는풋에 
는것 3-- 있 다 조가벼의 ;설야 는 1. 05mm야 il 높이 는 O.64m삐 61 며 

산자와 증우i 평얀북도 신의주서 액로흥， 효성 '>1. 션상통， 

。

-
-
r

」

「
쇠
 

Cypridea distorta Lee 
〔도판 8 :1-링 6-8) 

조가비는 크고 불규직한 제 5썽이다 동연우려는 곱고 매변두려는 곧거냐 약간 얀으로 블어갔다. 

앞변두려는 고르롭게 원행으로 구부려졌아. 뒤연두려는 웃쪽으효 킬제 경사지고 야래쪽으로 좁윤 

원행을 。1 루연서 휘였아， 응변우려와 해변두려는 팽행이다. 앞끌파 뒤끔이 높이는 셔의 갇은례 앞끌 

앞웅되는 부분이 제 조가바 있다 원 흡이 활모양으로 높다. 등변두 "1 

일 높고 위융되는 
감썼다. 등쪽으로 보연 조가，，] 뒤 닫이 뾰족하다 

아래에는 ö} 로 좀 더 。1

많 

a~ 끈 

샤장 

。
τ
 

며
 ι 

표
 

앞 t섬 두러에 서 

뚜렷하다 

검썼는며1 

감우리옹은 

원조가비는 오른조가비흘 

갇구i'-]와 

두껍다-71-장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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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조까배 껄 이는 1. 201빼이고 높야 는 0.51"뻐이며 우께는 0.37血1이 다. 
산지와 충우1. 함경확도 온성균 셰션e-] 셰션룡 

Cypridea aff. distorta Lee 
( 도판 8 그럼 9-10) 

조가비는 크고 불규착한 제행이아. 퉁연우려는 가운더1 부분。1 심히 안으로 휘였고 배변두려는 

공거냐 앞쪽。1 약간 안으로 플어갔아‘ 앞연두e-]는 넓은 원행으로 고르롭게 휘였 jl 뒤변두러는 심 

허 경샤지고 아래쪽에서 좁게 휘여들었다. 앞등각파 뒤매각이 뚜렷하아. 뒤배각은 90。에 가깡다， 

조가비의 앞 i부분이 제일 높고 복판이 제일 두껍다 조가>l]의 응변두러를 따리 양고 긴가로흠 

이 있다. 가로흠 량끔에서 아래배쪽으로 들어간 퉁근흠이 있아. 가로홈안의 릉연우리쪽에 작은 흉 
。1 하냐· 있는례 흉의 가운례 가 약간 도드라졌다‘ 갈구리와 갈구i!-]흠은 두려뭉실하다. 조가비 표연 

은 애끈하다. 조가비의 걸이는 1. 24mm 이 jl 높이는 0.53mm야며 두께는 0.36mm이아-

산지와 증우1. 함정북도 온성군 셰션러 셰신훔 

조가닝1 는 크고 라원행이다. 

Lycopteroc νpris Mandelstam , 1956 

Lycopterocν pris debilis L디 b ‘ 

(도펀 9 그럼 211 
응변두려는 밖으로 휘였고 뒤로 경사졌으며 앞융부분에서 앞둬 

변우려가 정계지어진다. 배연두려는 곧거냐 약간 안으로 을어갔아. 앞연우려는 넓은 원행으로 휘 

였는례 웃쪽이 약간 경사졌다 뒤 연우려는 비교석 고료롭게 휘였마 조가비의 앞 웅되는 부분이 제 
일 높고 복판이 자장 두껍다. 조가바의 표연은 애끈하다. 소가비의 걸이는 1. 41mm이며 높이는 

0.57mm야 다. 

산 XI와 증우1. 자강도 초산군 련우려 련무려흠. 

Mongolocypris Szczechura.1978 
Mongolocyprù;; yaπjiensιs G ou. 

(도관 9 그럼 5---7 ) 

조가비는 크고 타원행 또는 제행야아， 등연우려와 배변두려는 거의 끔고 평행이거냐 등연우 
려가 약간 밖으로 나왔다. 앞끌과 뒤 끝이 높야는 거의 같거냐 앞끝이 좀 높다 앞변두러와 뒤연우 
려는 둥글게 냐왔다. 등연두려쪽 경사는 느러고 배떤우러쪽 경사가 급하다. 등변두려는 배면우려에 
비해 짧다. 완조가비는 크고 앞( 뒤， 배면투러를 따라 오른조가비를 강싼것이 잘 냐라난다. 조가 
비의 앞배쪽에 잘구려와 갈구러 흠이 있다. 갈구리는 크지 않고 조가비의 륜팍파 거의 일치하게 

발날되여없다 등쪽에서본 조가바는 볼록렌즈모양이며 두껍지 않으며 제일 우꺼운곳은 뒤승되는 ‘부 
분이다. 완조가비에서 갈구리는 거의 알려지 않으내 오른조가바에서는 뚜렷하다. 조가비 요연은 
매강하약. 조가비길이는 1. 15mm 이고 높이는 0.9닮1m 01 며 두께는 0.81mm 이아. 

산 XI와 층위.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e-I 세선홍 

M ongol ocypri s c f. yanjiensi s Gou. 

(도관 9 그림 8-9) 

조가비는 크고 방쟁하지 못한 라원행이다. 풍면두려는 거의 곧고 앞끝쪽으로 약간 정사졌다. 
배변우려는 곰고 등연우리에 비해 걸아. 앞끝은 활등모양으로 굽었아. 웃쪽경사는 느려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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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는 급하다 앞끌은 뒤끝보아 낮고 조가바 뒤융되는 부분이 체얼 높다 원초가비는 오론조가 
비보다 크고 감썼는며1 배연두려에서 제얼 심하아. 뒤배각옆에 뚜렷한 자유연우려가 있으며 앞배 

쪽에 부i!-j 모양갈구i!-j 와 갈구리 폼이 있다. 조가비의 뒤 등쪽에는 접교연우려플 #르는 짧고 좁은 

접교홈이 었다. 조가"1 의 표연은 애끈하다‘ 조가비의 걸야는 1. 61mm이고 높이는 1. 01mm이며 두께는 

O.85mm이다‘ 
비교 이 근사종은 많은 점에서 Moiigolocypris yanjiensis Gou와 "1 솟하지만 앞끝이 낮.ïI. 

통변두려가 약간 둥글며 앞끌쪽으로 경사진례서 구멸된다. 

산지와 즘우1. 함경북도 온성 군 셰선러 세선홍. 

Ziziphocypris Chen, 1965 
Ziziphocypris simαkovi (Mand) 

(도판 9 그럼 15-17) 

조 7} "1 는 작고 타원행이다. 등연두리는 약간 밖으로 휘였고 배연두러는 거의 곧다. 원조가비 

와 오른조가비는 동변두러에서 서로 접하여 불록한 릉율 이룬다. 등연두려의 가운례 뒤쪽에는 정 

교연우려를 따르는 낮은 접교흠이 있다. 앞끝파 뒤끝은 고르롭고 퉁근훨모양으로 굽었다. 해끝이 
좀 넓고 비교적 뚜렷한 뒤등각을 이루고 앓다. 앞끌파 뒤풍이 높이는 갈아. 왼조가비는 요른조가 

비쏘아 크고 그플 감썼는례 배변두려에셔 셰일 많이 감썼다. 제일 높은 부분은 조차비의 거의 

가운례에 놓이여 가장 우꺼운 부분은 조가，.1 의 뒤웅되는끗에 놓인다 조써의 표연에는 동연우 
려와 배변두리와 냐란히 놓-이연서 앞뒤끝쪽으로 뻗은 가느다한 줄우늬을이 있다. 조가비의 걸이 

는 O.55mm이고 높이는 0.36mm 이며 두께는 0.26mm 이다. 
산지와 증우L 함경늑노 온성군 세선러 세선홍 

Ussuriocypris Mand. , 1956 

Ussuriocypris mutler Mand. 
( 도판 9 그럼 22) 

조가버는 크고 불규칙한 얄모양 휴은 라원형이다. 퉁변두려는 밖으로 휘였고 뒤쪽으로 경사졌 

아. 배변우려는 공거냐 안으로 들어 갔다. 앞연두려는 넓은 원행으로 휘였는예 웃쪽이 급하게 갱 

사졌다‘ 뒤변두리는 좁은 원형으로 휘였는례 웃쪽이 느리게 경샤졌다. 앞끝이 뒤 끌보다 높다. 조 

가벼의 Ji띤은 매끈하아. 초까벼의 길이는 1. 27mm이고 높씨는 O.52mm 이다 

산지와 증위， 자강도 초산군 련우러 련무러홍 

Ussuriocypris ussurιca Mand. 
(도판 10 그림 4-5) 

조가비는 크고 라원행이다. 퉁변두리는 곧거나 약깐 밖으로 휘였고 배변두려 앞쪽이 안으로 

들어가고 뒤쪽이 밖으로 나갔다. 앞변두리는 넓고 퉁글며 웃쪽이 경사쳤아 뒤변두러는 좁은 원 

형으로 휘였고 웃쪽이 급하게 경사졌마. 앞끌이 뒤 끌보다 높다. 조가비 복판에셔 앞쪽에 치우천 

부분이 가장 높다- 조가비 표연은 애끈하다. 조가비 길이는 1. 25mm 이고 높이는 0.52mm 이아. 

산 ÃI와 증위. 자강도 초산군 련무리 련무리통 

Cytheridae Baird, 1850 

Pyongyaπgia Lee , 1965 

Pyongyangia incognα ta Lee 
( 도판 9 그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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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는 작고 발모양。1 다. 동연두려는 끌고 배변두려는 퉁글여 호포양:야약. 앞연푸리는 고 

펄거l 원행으호 구부려졌아 해변두려는 좁은 원형으로 구부려졌아 조가벼의 앞홍되는 부폼 "1 

제알 높표 뒤 i 되는 부분이 가장 우껍다 앞등각파 앞배각윤 뚜렷하다 조가비 앞변두려 울례는 
앓다. 조가벼의 두}쪽 층부에 높교 흔 봉우리가 있 ïl 01 것윤 종심으호 을껴간 줄무늬가 있아‘ 원 

조가 "1 는 요른조가비보아 크고 그를 강싼아. 조샤바의 길。1 는 0 ‘ 84-0.7mm 야 1L 높이는 0.41-

0.35mm이며 두께는 O. 62-0. 6mi써아‘ 

산자와 종우1.쟁양시 송림산홍 

Darwinulidae 8rady et Norman, 1889 
Dαrwi:πμla 8rady et Robertson, 1885 

Darwinula t μ biforrn 18 Lüb. 

(도싼 I。 그럼 7-9) 

조기벼는 보롱 크거이거냐 크며 쐐기 E 양이다. 통면우리는 약간 깎으로 휘면서 2영사셨고 

애연두러는 약간 얀으로 들어갔다‘ 앞끔은-좋 아래호 경사지 ïl 좁은 원형으-양- 구부려졌아‘ 뒤끌 
은 넓은 원행으호 二F부려셨아. 앞당은 뒤，끔보냐 낮다. 셰띨 높은 부분은 i니당에l 놓인다) 원조 

7~ 벼는 오-판조기닝1 보다- 표r1“ 조:. 71 비를- 동쪽으호 보연 쐐기요양이다- 제영 두꺼운 부분→~- 꺼짱 

이다 조가 ô[ 표‘연운 얘끈하아ν 조샤바의 깅。1 -c 0 ‘ 93mm이고 높이 는 0‘ 39mm 이여 누써1 는 O.38mm 
이다. 

산지와 좀워. 팽안푹도 약천CJ.- 충남2-1 봉수흉 

Darμyη1lla ρreci 08a Le e 

(도판 i。 그컴 10) 

조가비는 보총 크기이거냐 크며 좋 ïl 긴 기퉁모양이 아， 등연우，，1 는 약간 밖으 로 굽었고 앞쪽 

으호 약깐 경사셨냐 i 배 t연우려는 꺼의 끌고 응-연두려와 팽행이다 ~끔은 뒤끌보아 낮 iL 사광 높 

윤 부분윤 뉘 옳되는곳이다 앞끌은 좁운 웠펑요로 굽었고 뒤끔은 넓은 원행으로 합었다 71-장 

두꺼운 부분은 조자비의 해 쪽에 놓얀다. 조가에의 표연은 애끈하다‘ 복싼 앞쪽에서 애화요양 육 

흔。] 냐타난마. 조가비의 길이는 O.98mπ 이고 높이는 O.42mm 이다. 

tJ Ä12.f 증우i ， 평안북도 신의주시 셔~효홍 신의주휴 

D αrw inllla αη~nokangen8i8 L ee 

(도판 10 그킴 6) 
조가벼는 보홍크기이고 진 하원행이다. 풍변두러는 거의 곧거나 약간 밖으로 후|였 iL 앞끌쪽 

으호 경샤졌아 애연우리는 거의 곧은뎌1 앞 i 되는 곳이 안으로 약깐 들어갔냐 앞끌은 뒤끌보다 

낮아 가장 높은 부분은 뒤 &되는 풋이다 앞끌쪽으로 점차 좁야지연서 끌은 좁은 원행을 。1 루 

고 뒤끝은 넓은 원행을 이룬다. 등쪽으로 보연 왜커오양이다. 가장 루꺼운 부분은 조사비의 뒤쪽 

에 놓얀다. 조가비의 요연은 얘끈하고 애화모양 육흔이 찰 냐타난다. 조가비의 길이는 O.97mm이고 

높이 는 O.47mm 이 다‘ 

산지와 증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액 로통 신의주홍 

Darwinllla glabe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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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변우리 는 약간 밖으로 굽었는례 

가운례 앞쪽이 약간 안으로 들어 

* 
(도완 l。 그럼 3) 

조가비는 보홍 쟁도이거냐 3..아， 옆으로 보연 알모양이 4. 

가운레 부분야 비교적 공고 앞끝쪽으로 경사졌다. 배변우리는 

낮다 7} 장 높은쑤분윤 뒤 i 되는 풋이다 좁윤 

고르홉게 켠행읍 이훈다. 소가버흘 등쪽으로 보 

놓안다. 조가비표연운 애끈하다. 조가비 길야는 

앞끝은 아래 로 정사졌.ï1. 

옆
 해
 

띄
니
 터
껴
 

앞끝은 뒤닫보다 

월행을 이루는례 웃부분야 kl] 교적 공·다. 

연 쐐 기 요양이다， 가장 뚜꺼운 부분은 

O.96mm 이 jl. 높이는 O.54mm 이다. 

갔다. 

때로통 신의주흉 

Daru’‘ηulα ryonmuriensis Lee 
(오판 l。 그컴 2) 

산 ÃI2f 증위. 챙안북도 신의주시 

조기비는 쿄끄 깅며 불규칙한 터원행이다 등t선우려는 밥으료 후|고 앞쪽으호 경사셨다‘ 매연 

두터는 쏟안으포 뜰어갔 τ} 갚끔은 좁윤 원행으효 휘표 해끔은 넓윤 원행으-료 휘였는뎌1 웃쪽이 

닝 1 교석 공끄 느 i끼게 정사셨냐。 앞풍이 워끝-보아 낯ι↑- 조 7]- 바의 위 
높고 우컵 는← 부분이 저1 일 

O.34mm 두-께→는 1. 38mm o l .ï1. 높야는 O.49mm이며 걸이는 조가 cl] 터 애검-하 r.+ ‘ 다조가씨의표연은 

이다‘ 
산자입 증위 랜우리홍. 

Incertae familiae 

Daedongangi a Lee , 1974 

Daedo π gaπgl α pl αci da Lee 

(도 판 9 그럼 1.3-14 ) 

조까 81 는 ~~흥 크기이 j1 김각행야아 흥연우러는 심하거} 밖으로 휘였다. 복관이 모가 냐교앞 

귀연우러쪽으덩 읍하세 경사었다， 배땐우려는 약간 통글게 휘였고 앞뒤연두려는 납하거1 휘였다 

3} 등 l섬누라j 는 느 61 .ï1. 뒤등띤우려는 짧아， 앞뒤 öA 각이 뚜엿하디 앞끌고↓ 둬풍l의 놓。1 는 거의 같은 

데 갚 닫이 약산 t겨 높아 저1 일 늪은 꽂은 조가비 중부。]고 제 일 두꺼운곳도 풍부이 "'L 조자 tl] 앞 

부분은 닙삭하띠 암 ~L 넓은 굽이 잊다 조 71 비는 앓끄 표연운 얘 ff- 하다， 조가닝|의 칭이늠 1. 05 
mm이끄 끊이늠 Oι6ìmm이냐 

산 χ| 화 승워， 생양시 송럼산홍 

련우리 조산군 샤강도 

끈충류 INSEεTA 

PTERYGOTA 
EPH TM EROPTERA 

4 ) 

하
」
 이
써
 

생겼는뎌1 

시 초액。1 

Ephemeropsis E ichwald. 1864 

Ephem eropsis sinuijuensis K ím 

( 도판 11 그럼 1-5) 

길이가 31-4이1m 이다， 이보아 작은것도 있다. 머리부는 둥실하게 

앞가슴은 띠모양인례 너비는 3-4mm이다 가운례가슴에는 한쌍의 

크기는 

있다， 

유충의 

쌍의 겹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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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는 10개의 배아어로 되여있다. 그충에서 제 4. 셰 5 배마다의 너비가 가장 밟고 뒤혹으로 자 

연서 정차 좁고 걸쭉해진다. 아리에셔 허백마어와 종야 "-1 마다걸이는 4-5mm 갱도이아. 발등마어는 
이 보아 더 짧다. 옴뚱이의 뒤 에는 3개의 1iL "-1 가 있는례 가운례 것 이 량옆의것에 비하여 낀것이 

특정 이다. 량현꼬려의 깃 렬은 안쪽에 만 있 다. 

HI 파 이 종은 E. trísetalís와 애우 버솟하게 생 겼지만 유충의 크기는 좀 작아. 후자의 가 운 
1 

례꼬리는 량옆의 31러에 비하여 긍 갱도 짧지만 우리 종은 가운례꼬 "-1 가 뎌 긴것이 륙정이다. 

산지 및 증우1. 평안북도 신의주시 액흐통 신의주흉 

ODONATA 
Sinaeschnidia Hong,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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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naellchnirla: za80ngenisie sp. nov 

5: 8: 7 이다. 날개삼작성에 

는 15개의 땅이 있다. 전종 

1객 (MA)파 중표액 ( Mspl) 

사시에는 7개의 맹이 있아. 

두 액위 가지 CuP와 제 l둔랙 

lA는 활등처 럼 휘였다 

A는 가지치지 않시 만 둔액 

A는 여러개의 까지로 칼 

라진다‘ 둔 l퍼 A는 처음 lA 

에 평행되게 나가지만 껍 

차 모서리에 수직화체 가 

떻는다. 장자리화석의 걸 

이 는 55mm이고 너 비는 115 
mrn 이다. 

버교 이 잠자리화석은 

중국의 J 3 -K , 에서 알혀 진 

__ Cu.P+IÅ---- R4t5 

NA 

Msp 

\\싸\ 
그힘 z. S inae,Hchnida zasollfleni 8 Íf1 ~p. nov (냥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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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eishaπ kowe.π8is와 버솟하지만 시액의 양들이 보아 조밀하고 뒤날개가 흉다. 혹히 MA 와 

Mspl 사이의 마당이 좁다. 그밖에도 CuP와 lA가 단순한 구부멈융 하능례서도 차이난아. 

산지 및 종우|ι 자강도 자성 군 신풍리 룡성 홍 

S ínaesc hnídia sp. 
(노판 11 그엄 6) 

요본은 2 개 수집하였는데 모두 불완선하다냥개에는 영훈 (Pt)파 결젤 (N) 이 있다. 전연액 (C) 

파 아전연백 (Sc)은 어느정도 파도형이고 후자는 결절에셔 끝난다. 경액 (R) 은 5개 로 갈라지고 휩 

l퍼에 의하여 망향이 다른 시성을 형성한다. 둔액 (Al은 요서리에 수죄되게 땅으며 부흥연행의 별 

접모양인 시실융 이분다. 이 속의 혹정적인 날개삼 

각생(1)이 있다. 

비교 이 화석잠자러날깨는 자강도 자성군 -1l용‘ 

Rz‘ 러 에 서 알려진 S. zasongensis와 애 우 류사하지 만 갱 
맥 (R)파 둔액 (A) 의 분기행식에서 차이난아. 

산지 및 좀우1. 팽안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 

풍 

그립 S. S Înaechnidia sp ‘ ( 날개모앙 ) 
Archaeogomphu8 Lin, 1976 
Archaeogomophu8 babius Lin 

(도판 11 그럼 7) 

유충은 비교적 크다. 옴뚱이 킬 이 는 37mm이고 너 바 7.5mm이 아. 대 가려 깅 이 는 3mm 이 고 가송부 

는 5mm 이다. 배길이는 28mm 이 jl 너비는 7.5mm이여 앞다리의 킬이는 18mm이고 휘다러의 길이는 

22mm 이다. 촉각윤 파손되여 식옐하기 힘을다. 대가리는 작고 풍싱하며 한쌍의 북안도 있다. 앞가

숭의 시초는 작고 뒤가슴과 가운례가슴의 경계는 똑똑히 갈라지지 않는마. 3쌍의 긴 마리가 있는 

데 뒤다려는 8벤째배마뎌에까지 강다. 배마다는 10채없으며 제 1-쩨 2배마이는 약간 작지만 뒤호 

가면서 접차 커진다. 톡히 제 6， 7 ， 8배마디는 팽창되고 체 9. 10의 우개 배마이는 아시 작야씬다. 

산자 및 증우l ‘ i영 안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홍 

BLATIODEA 
MesoblattiπQ 

Mesoblattíπ a sesoπensís Kim sp. nov 
( 도판 12그럼 1 ) 

기채하는 표본윤 보존이 완전한 성충화석이 
다. 앞뒤 날개가 명 확히 갈라진다. 앞날개는 긴 

라원형이야 전연액 (C) 은 날개길이의 융융 
녕지 옷하며 A마당보다 약간 짧다. 아전연액 

(S c)윤 직션이고 한앤 갈라진다. 경액 (R)온 

보홍 욕대기에 가셔 한번 갈라진다. 중액 (M) 

용 날채기부에서 R와 합쳐있는례 앞으로， 냐가 

연셔 2-3번 잘라진다. 두맥 (CuA) 은 역시 륙징 

적인 가지치꺼풀 한다. 둔액 (A)윤 날개 71 부 

쪽의 웅 을 차지 하는례 킬 풍성하다 A는 6-7 
그힘 4. Me8obl ,1I,ina 8. e80nen8i 8 Kim !lp. nov( 낭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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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외 액으효 되고 륙흑한 구부링 융 한아. 뒤 l날개는 완션히 연상래 호 보흔되지 웃하였 71 예운 

에 청확한 액서 는 가르치 쉽블다. C, Sc. R. M, CuA , A 흥은 야 속의 뒤날개에셔 볼수 
있다. 

71 채하 tE 훈용 앞날7~ E.j 행래와 댁수， 액의 상라점에셔 다른 종블파 류사하지얀 아음;4 

찮은 생에서 구펠웬아. 

종 

M. sesonensi s K i m 

M. sini (‘ a P ing 
M.l'ltùni c' d Vsh 

M protiva Geinítz 
씨 ηLμ tt i 'fl.{:rv()s[ι Maz 
←ι ‘~ - • ---• w.~_ι←←←← •--

ι1 층 

8 I 셰선흉 K 
8 I.J, -K 
8 1 .J , 
9 I J , 
8 J 2 

산 XI 밟 종위 함경북도 용성군 향당리 셰 션 홍 

Mesoblα !t ina Sp 

( 도판 12 그럼 2 \ 

판충의 앞날채는 환션허제 보존혜지 않 았다. 

아얀 E 가 직션이 3L 1- 2 언 찰하진다.M는 거 

부에서 R에 불어없으나 R에 S영행되게 잘라 

둔핵용- 날채$.J 쩍져 않은 부분융 차 

;;;1 차딴녁1 6-"7좋 이 있으 i쳐 야 속의 특정올 추벼 해 11았다， 뛰 L올캐는 뾰존-야 좋온 현야다‘ Sc 는 

냉기}걱 "1 !객 찮 썽오이다 R는 앞으호 아가연 쩌 5--6εtl 낭순하쩌 자쩌천짜 M는 핸훌뼈 사 
Ã] 써지 않 CuA 높 5-6 ’션 ;갈라낀다‘ CuP는 직션이싹‘ 꺼! 는 CuP어1 깨와 i썽행 oì 다‘ 는 

6-’?짧언빼 펙:깐 환다. ιt B-1 에는 허억아어와 종야 "-1 미디자 있 l까‘ 

비교 야 종의 우1 날개는 머띠마 

저방씌 상부유랴 7] 풍에서 t살혀신 Mesoblat 

t 1πα vitimica Vishnikova와 류사한더1 앞 

냥깨와- 다른 특정블은 알수 없다 

선 ;;1 및 증위 굉 난굉- 도 신의수시 션상옹 
신의주훔 

、

sp 

Mesobl α ttínacf.Sl πi ca Ping 

( 그럼 6 ) 

이 관충의 옴뚱이늠 크지 않은여! 너1 개의 냥개가 보손되여 

었다. 그러나 셔로 겹쳐 있기때 분에 완전한 ú~ 서는 가르기 어 랩 다‘ 
앞날개눈 길쑥찬 타원행 01 고 량쪽변무리는 서로 팽행。1 다， 전연 

구능 아주 좁고 R 능 석션 또는 우부러신아 18줄의 R가 있다. 
M 는 직션이고 뒤에서 깔라진다， 뒤다리에서는 허백마어와 종다 

려 야어 가 있으여 가시J 까 올아있 야j 

비교 기채하는 종은 중국의 열하홍에서 나온 M‘ siπic α 와 
R가 애우 류사한레 마븐 흑성은 얘비하 71 어렵다. 

그립 6. Mesoblattirla ef. 
siníca Ping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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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PTERA 
parahagl a S hal ov, 1954. 

Pαrahagla c f. sibirica Shalov 

( 동 판 12 그럼 3) 

화석으르는 앞날개만이 보존되여있다. 션연액 (C)마당이 밟다 c 는 던순하고 서얻 L냉랭도}게 
놓이 는례 가지치지 않으며 n뇌듭사이어]는 가로 l객이 가서 그플흘 만은냐. R~ 는 3~4t션. Rs 는 
5번 갈라진아 MA 의 가지치기는 S 행보다 활등모양으로 구부리신디， 쉬니개는 영확치 붓하다. 

81교 7) 새하는 종은 앞달채의 행래와 객서로 보아 씨，; 1 ~~지방의 상부유싹기←하부액악 
7) 층에서 7)재된 p. sibi rica Shalov와 류사하다. 

산지 및 증우|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호동 신의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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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EOPTEH.A 
ν Coptoclav α P ing , 1928 

oclαvα I ongi po'd a P ing 

( 3i 판 12 .'1.힘 4 “?) ~씬;、갱봐J、 l 
---_.,_ '''''w''' .E 

lAγp; 신의수 λ1 에서 수짚한 ?상，판은 유판 rd 셰 
그립 '/. Par빼(1gla cf ‘ sPl'Ji rica Shalov (날개모망) 의 샤삭룹이다‘ 그러 ~~j료‘상층위 '1 ，.객은 뿔 

수 없다 유충화석의 혜가려 는 깨우 작은더l 잉족각융 삭 렐땅수 없 다 .• '.2.씌나 대 7} 려싹 가승윤 선 
냉하게 구쉴된다 앞에 있는 가슴마다는 나른 가승 01 이에 비하여 좁 넓고 무꺼워 보이며 중간파 
뒤 o~이는 크기가 강다‘ 운쪽에셔 보띤 "11 마다(복섣)의 크끼에서 변화기 없다 t 다만 가운디1 것 
이 가장 넓고 뒤악것은 작다 "11 마다는 8-9개 있다 마감마다는 춰화획여 쯤이 뾰족친 한 4상의 
31 ;;.)처럼 냐라얀다 옴똥이에는 2숭의 참 i1 큰 셰 f 가는 까펀이 온옹을 딴웅한아 야기서쑤 BI u~ 
마디에는 까지기딴파 짧은 치판써 7] 련결되여있다. 유충의 J낌이는 35m짜이마‘ 앞 c]. 녕l 는 가쓸고 가 
운뎌1 뒤다러들윤 좀 넓끄 송털。1 붙어없다. 종아리디)c) 에는 2개마디가 잉r:+. '설응마디에는 
행옵킹은것이 보인다-

유- 흉 jl↓ 매우- 휴사하다g 

it 향 I상려 세성동 

하부l퍼악 71 라이앙동에셔 나온 

랙호응→ .. 11 파주흥， 합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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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 파 

Onsongi a Han. 1975 

화석은 위해한 수령 갑일정통저께서 친히 보아주신 물고기화석이다. 

물고치는 대만허 크연서도 가새미처럼 념적하게 생 7) 였다‘ 칭이대 너비의 

약 i 에 
는 빗찰같은 이발이 총총하다. 업은 비교적 큰례 거의 눈-밀까지 자로 째지였다. 

눈은 대가러의 거의 중간부분에 귀치한마. 눈의 뒤 일끽션상에 반월행의 주써개풍여 ￡쏟쳐 

여있는례 방사상우늬가 qâ 액하다， 책추의 o~디수는 38~42마다이다‘ 책추풍의 걸이보다 너비자 좀 

OS 1EJ Cl-fTIJyES 

이 

。1
,;1 는 2: 1 이 아. 

하악골에 상악풍파 해장하며 울고기 전체길이의 깅이는 대가러의 얘가려는 원상각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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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넓온것이 혹갱이다. 가송지느려 01 는 혹옐히 크며 흥지느려야는 흉운지느려미보다 약간 앞폭으 
호 치우쳐있으며 죄1려지느러마는 넓온것이 특정야아‘ 꼬려 ，'1] 느려 01 는 릉형 1iU>] 야며 불:il.기에 비하 

연 작다. 몰고끼익 표연에는 랴원행의 비늘이 엎여었다. 

비교 기 재 한 Onsongia 0πsongensi s Han와 가장 류사한 속은 M esodon속야 다. 이 속의 울 

j17] 는 길이애 너비의 비가 거의 같랴. 록풍올 바숫한 골격구조가 심허 차이냐며 기채한 불고기 

보아 휠씬삭으연서도 등지느러 0] 와 홍운지느러 0] 가 기채한 울고기보다도 큰 점에서 차。1 난아. 0] 

밖에 기깨한 온생불고기와 비교되는 속은 없다. 

Oπsongiα onsongeηsís Han. 1976 

( 도관 13 ) 

매가려는 거의 원상각행이 며 애가리의 걸이대 울고껴。1 의 비는 약 숭이다 입은 눈멜까지 째 

지고 。}가마옆개는 三L아. 주새개플은 반원형이여 망사상무늬가 뻗어있아. 아래， 우 상악끌에는 71 

늘고 엣살모양의 잔이방이 종흉하아‘ 。1 벨의 길이는 5mm 이다‘ 책추마다는 서로 맞붙어있는례 
야디의 너벼는 깅야보다 넓요여 척추마어의 수는 28-42마다이다. 록끌은 얘척추마다의 후 i연에서 
한쌍썩 냐와있다‘ 럭끌플은 16^장인폐 비교석 굶으며 걸아. 가츄지느러벼는 특멸허 크다ζ 18-20 

개의 7] 조로 돼여있는떼 기조의 길이는 20mm 내외이다. 배지느러마는 가슴지느려미쪽보다 홍문지 
느러띠쪽에 더 치우쳐있다. 가습 ;;;:1 느러미와 홍푼지느러마사이의 간격은 1O .5cm 인례 배자느리머와 

흥분서느려 01 사이의 간격유 4.5mm밖에 얀된다. 배치느러미 는 작은례 9채의 기조로 되여있다. 등지 
느리미악 흥분지느 "-1 이늠 거의 갇은 척추마다에서 나깐아. 퉁지느려야는 흉운7.] ~二러이보다 삭으며 

7] 조수도 작아. 응지느러미의-너비는 2.2cm 이며 홍운지느려마의 너비는 4cm 이다. 끄러지느러이는 

불교기에 비하여 삭은현이아‘ 윷고기의 표연에는 비교석 큰 랴원행의 비늘로 덮여있다. u] 놓의 크 

치 는 16mm이 다. 
풍고기의 전체칭이는 325mm 이다， 대가러의 길이는 84mm 이고 너비늠 86mm 이다， 울고기의 높이 

는 155mm 이다. 7} 슴지느러 01 의 걸이는 4쩌m 이고 너비는 14mm이 l셔 거조는 20개이r:↓ 배지느려띠의 
걸이는 13mm이고 너비 는 19mrn야여 기조는 lθ채이다 등-，'1] 느，， 1 이의 길이늠 33mm이끄 너비는 4C\um 

이며 기조는 12개야냐홍푼지느i'1 이의 길이는 35mm 이고 너비는 4Cìnm이며 기조는 157~ 이다. 꼬리 
지느러마악 길이는 55 mm (채끌이 냐오지 않았다)이고 너비는 31mm이며 치조는 237~ 이다. 씩추마다 

씩 걸이 는 5-6mm 이고 너 비 는 7-8mm 야 마 척추마다 익 수는 42마다 이 다‘ 

!:I 1.ill 0 nsongi α onsongensis Ha:n 윤 당수풀표71로서 특옐허 크며 길이대 너비의 비는 4: 1 
종서 비교되는 괄고 7] 가 없아. 

이야 뷰사한 불.il기는 Ámnokgangia sisizuensis gen it sp. nov 얀데 걸이혜 너비의 비는 닝1 
숫하지만 풍지느려야가 흉지느려야로 되여있는혜서 섬허 차이난다. 이 울고기는 M esodon mac ro . 

pterus와 류사하냐 기채한 불11. 7]보다 I I:I j 할바없이 작융뿐야니라 킬이대 너비의 비가 거의 1: 1이 
며 록→달의 끌격우조 7} 심허 차이난다. 이밖에 7) 채함 불고기와 비교되는 종윤 없마. 
산지와 종우1. 함청북￡ 용ι생궁 향당e:.1 셰선홍 

마 쟁 과 

Dumangia Han 1977 
이 풀고끼는 표71 에 버하여 대가려가 혹옐히 크며 갤야에 1:11 하여 너비가 넓윤것이 특정이다， 

윷3l기는 크자 않요냐 대가려가 혹별히 크다. 카슴지느러벼도 크다. 킬이에 비하여 내비 7} 넓 

다. 꼬리지느러미가 동형꼬리이다. 율고 71 에 비하여 착은것으로셔 대비되는 속이 없다. 

Dumo;"lIia d.“maπgangeπ8i8 Han. 1977 
U: .. 판15 그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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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는 함경북도 온생 군 셰션롱에서 새 로 썰정한 울고기인베 종병을 두만창울.ïl 7]라고 성 

챔하였다. 물jl커의 특정은 불고 71 에 tl] 하여 대가리가 크며 울고기의 길이에 버하여 녀비가 넓 

은젓이 흑정이다. 대가리는 거의 원삼각형에 가까우며 애가러의 킬야는 녀바보다 좀다 갤다. 을 

고기의 주풍이는 제일앞에 가로 째졌는떼 물고기에 비하여 주둥이가 큰편이다‘ 눈은 .n.n}후흘 

지나 비교적 앞에 위치하는례 크다. 야가벼뚜쟁은 크며 주새 개골의 웃쪽만 냐타난다‘ 울고끼 

는 작은례 천체 걸이는 75mm 이다. 대가리외 킬이는 20mm이며 너버는 17mm이뎌 ι 물고기는 등쪽이 

므로 배지느러미와 홍문-지느러미가 냐타냐지 않는다. 이 울고기에서 특정적인것은 가슴지느러마인 

례 가송지느려비는 물고기에 비하여 특별히 큰것이 특정이다. 까슴지느라벼의 킬이는 2cm로서울 

고기의 천체 걸이 의 i융 초파한다 커채하는 울고기에서 홍"1 있는 운제는 등지느러미 가 작져 

않을뿐아니라 대가리쪽으로 갱진한것이다‘ 흥지느려미도 홍운지느리미보다 앞쪽으호 나와있다. 흥 

지느러미는 척추팔의 19번째마다에셔부러 나왔다. 흉부와 복부에 록골이 20-22짱 있아. 추.플은 

25마다이다. 꼬려지느러미는 물고기외 크기에 비하연 크지 옷하다. 물고71 의 전체 길이는 75mm이 

다‘ 때가허의 길이는 20mm이고 대가리녀씨는 17mm 이다. 올고기의 너 a] 는 12mm 이다‘ 가승져느허비 

씩 경야 는 20mm 이 jl 바 비는 6mm이 며 기조는 11 개이 다. 애 지느러야 의 킬야 는 6mm 이고 썩비 는 4 
mm 이며 꺼조는 7 재이다‘ 흥분;>:]느러미걸이는 35mm이표 버비는 45mm이여 기조는 13끼이다‘ 흥지 

느려벼 의 질이는 9m삐이고 더 비는 7mm 이 r녁 71조는 19 채이다.}jl러지느려마의 칭이는 lO mm이고 썩 

버는 4-3mm이벼 71 조는 217~ 아다. 척추의 마디수는 567~ 이아. 척추마다의 질씨는 1-1‘찮1m 이 jl 

너비는 1. 7mm 이다. 

뻐 I.iïl Dμmangia dum απgaηgensis gen , it sp, nov는 대차리 가 크고 까숭;，]느러t1 ì 도 크나 
풀고기는 작으며 Scombridae 와 류사하다. 이 파에서도 커 채한 울고기 는 척 추마뎌 수가 뎌 않으 

며 등지L.러미가 흥운지느러미보다 천진하였 고 대가리가 특별하 크표검 데비되는 속‘ 종-이 없다. 

싼Ãl와 증우1. 힘경북도 온성군 향당리 셰선홍 

s inamiiae Berg., 1940‘ 

Siπamia Stensi i5, 1935. 
S inarn ia wangzaeSflrte7’ 818 Han. 1977 

( 도완 15 .2 험 n 

b’ tηαmia μoangza~8anen8i8 Han 운 방 추형 인 데 대 가려 는 윌 고기 의 너 비 보 다 터 잃으 

며 꼬리는 부동행꼬리이다. 물고커의 표연에는 흥행비늘이 규직적으호 딴여있다- 물고기늪 깨우 

날씬하게 생기였다. 비#적 큰비 비하여 대커리기 크다- 대가리는 등긍터원행인비 너비보다도 질 

이 가 좀더 걸다. 아가미덮 캐는 크고 주새 개골은 반원형이며 망자/상의 무늬 가 약깐 알런 다， 상악땀 

파 하악골에는 이발이 총총한례 상대적으로 삼각행의 이밭이 발당둬여있다. 울고기의 특정은 울 

고기에 비하여 대가리가 크고 매우 날씬하게 생긴것이다‘ 물고기의 표연에는 두꺼운 릉형 비놓 <'1 
척추와 약 3C。의 각으로 덮여 있 다. 흥행 비늘은 두꺾 고 굴은 돼 릉행 비늘의 코 기는 울고기의 크 

기에 버려1 한다. 기 채하는 왕채산울고기는 비교적 큰데 약 320mm에 달한다. 비늘의 -크키는 4x3 
mπ의 릉형인떼 롱형비늘의 네모서리는 직선적이다. 릉행비늘을 확대하여 보연 릉형비늘의 2앙축 

방향으로 흡날형의 이 벌이 4 개가 발달되여있 다 흥행비늘의 두께는 lmm인예 한측면이 약간 앓 

다. 릉행비늘이 울고기의 전표연을 탬고있는떼 꼬리쪽으로 가연서 점차 비늘이 작야진다. 치채하 

는 울고기의 꼬리는 부등형꼬리이다 꼬j;;j ;>:1 느려미의 밀연은 웃띤의 깅이에 비하여 약 융에 해 
당한다. 이 울고기의 척추마지악(}jl려부분)은 약 웃쪽으호 10 。정 도의 각으로 경사져 을라깐다. 

기재하는 물고기에서 중요한것은 가슴지느려미가 특별히 크다. 바지느리미와 홍운지느러마는 작 

운편인례 등지느러미는 길이보다 너비가 넓은것이 특정이다. 꽁지느러미는 앞쪽으로 치우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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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느러마 는 배 지느썩이보다 챙씬 앞쪽으로 냐와있는례 배 지느려마보 다도 약 2어m앞에셔 시착하 

여 흉운지느러미와 거의 찰이 끌난다. 배지느허벼는 가슴지느러미 와 흥운지느러미의 충간에셔 뒤 

쪽에 치우천다c 흥운지느려미의 흑정용 다흔 융 317] 블에 닝l 하여 매우 작용례 거의 배지느려미의 

크커와 깥다. 가슴지'-러 "1 는 대가리의 컵혹정계에서 시짝하는베 흑별히 크다. 황채산물고기는 

최애킬이는 500mm에 달하는것도 있다. 물고커의 1생처! 질이는 310-357mm 이고 최대높이는 60-73 
mm야아. 대가러의 결이는 6O ..... ，68mm 이고 너비는 63-73mm이다. 가슴지느려비의 칠이는 20-27mm 이 

고 너비는 lC빼야며 치조는 10-11채이다. 해지느~i "1 의 결이는 14-16mm 이고 너비는 7-8mm이며 

기조는 8-9채이다. 홍운지느려미의 킬이는 14-16mm이표 너비는 양- iomm이며 기조는 13-14개이 

다 1 릉지느려마외 질이는 15mm씨고 너비는 65mm 이여 기조는 21-237~ 이다g 꼬리자느허 III 의 걸 

이는 55‘6CIl1I뼈 31 너비는 31 -33mm ol 다. 척추의 마다수 46-5C마뎌야다. 책추야야의 질여는 2ι5 

~3. 갱1m 이고 l셔벼는 5-6mm이다. 

1:1 1 교 7] 채한 울고기논 생갱새 싹 버늘의 혹정에 의하여 Sinami a 8e80neη8is Han. 파 류사하 
다. 짙은 룡형비놓('1 라는 정에서는 류사하냐 7]채한 울요키는 비교하는 울고기에 비하여 해가려 

카 I객 표며 풍 ;;:1.:::려벼는 에교하는 울고커가 'tl]항바 없이 흔 점에셔 차이나벼 .'E 울고 717} 보아 

냥씬하체 생;인책잭 형 확혜 제 구빨 J원 다-

Sin(!miα h'l1l앙?，fαπeπ8is Su 확논 룡형벼놓윷 차진핵1 서 류시하 ct "1 풍 :'171 속τ- 등지'-려야자 호 

얘 앞쪽에1 처우차갚 가츄쳐느허핵차 바교하는 짤끄 71보어 윤 정에서 차씩냐려 yαoαne-

fi.sis는 치쐐행 윷표치효뎌〕요 내벼 7} 혀 없으며 흥지L.려 "ì 씩 갱이 if t객 갤 t셔 석벌의 생 J성새가 

차야나며 해 7써l 차 용，다 작용섹셔 영확히 구옐 5섣약. 

t:! Ã12~ 종팎 ‘ 함경 봅 3ξ 옹성 균 향땅리 씩선 pj 셰/샌흉 

Si.η.am ia se80nensi s Han. 1877 
( 오판 14 그램 1) 

71 재하는 쏠요 71는 건방추행언냉1 애우 l날씬하찌 생겼다. 대가리는 뾰-족-핸 상각형 01 며 층처 L 려 

원 다환 붉요 71 헤 비허쇠 륙영허 넓고 건것아 측정이다 패가터는 풀고치성이요1 "-r 휩 해땅 

하는셰 작른 올‘3l 7i 쓸얘 썩하얘 rJl가려는 작윤껏어 특정아다. 아푼 풀고껴 "11 바하여 엽야 크여 
눈[길껴지 7} -'i. 쩨졌까. 주새 7~ 끌윤 반웠형안예 t!J사상우씌 7} 회씨하여 야가"1 덮채는 대 7}려 Z씌 크 

71 섹 펴하 t석 크다. 아-래 i 우상싹끊에는 "1교적 작은 상각형외 이벨이 종좋하다. 야·살의 콕정은 

쌍깨적으효 낀상4형외 야발서 Al] rJl아 31 다시 긴야딸야 한대헤 작은 이발이 셰대썩 퓨칙적으~~1:... 
l:f~ i!널 3늬여있는것이다. 촬표 71 입 표연애쓴 흥형비놓이 척추와 약 30。획 예.<:}윷 φ1 룬다， 울고꺼쓴 

101] 놓혀 ξ1. .7] 에 버획l 한 .l. 혀놓은 흉형연셰 룡형바늘익 ;영이대 써벼의 비는 4' '{이다2íl려지느려 

에는 부등행 Zil ~l 인예 울31까에 비하여 큰현 01 다 7] 채하는 울 jl기에셔 흥지느펴이는 흑옐히 넓으 

따 걸이도 낀것이 특정이다. 퉁지느려 01 는 홍운지느러 "1 와 대치휘는것이 아니리 대가리쪽으 

로 않이 나왔는례 릉지느러며의 끝은 흥분지느러미 와 강이 끌난다- 치채하는 울고기는 애우 날 
씬하게 생겼고 야발의 생경새로보아 작은 곤충류들융 잡아먹었융것이고 릉지느러벼의 흑정으로 

보아 비교적으로 발전행으효 추측왼다. 물고커의 천체 낌이는 130mπ 。1 고 최대높이는 ZOmm이다. 

대 71~] 의 칭이는 1버1m이고 녀벼는 14mm이다. 등지느러미의 너비는 5Cmm 이고 놓이는 lOmm이며 기 

조는 30채야다. 가숨지느려 01 의 뎌비는 3mm이고 걸야는 9mm 이며 기조는 8 캐이다‘ 배지느러미외 
너바는 2mm o1 고 킬이는 생nm 이며 기조는 6개이다. 홍운지느러미의 버벼는 당nm 이..ll 질이는 4.mm이 

며 71조는 137~ 이 다. 꼬리 지느려 "1 의 너 비 는 lOmm이고 킬 이 는 23mm이 며 커조는 16개 이 다. 

1:1 1 교 71 채한 울고커는 날씬하체 생겼 jl 릉지느려 01 의 흑정파 대가리의 생낌새가 Sinamia속 
의 다른 종을파 차이아으호 새로운 종으로 병영하였다. 커L별회는 특정은 대가허가 좁은 삼각형 

이며 릉지느러미 가 특벨 히 크며 이 딸의 생낌새 7} Siηamiα속치 고 1날씬한것으호 비 교되는 종。1 없 



33 

Lepidote8 yaoαnen8i 8는 생 ;생새 7} ::r) 재 한 훌 .11 차3효 약 캡 ;젝 장 jJ. 대 7}학 7} 뾰 족하 려 보 버 날 
챙;강쩍1 셔 구엉용 

Hl! ~싫 총휘 홉쪼 iF 향영 <>1 재선 <>1 셰선흉 

OSTEOGLOSSIFORMES 
L ycopíeridae Cockerel l. 1924 

Lycopteru d.Jerox Grabaκ 1923 
(5:.싼 1S 二l령 4) 

쩔J집‘，.1 ‘효 빵추형썩약， 혜차쩍어1 처 3휴허 1i!.ï>j 까지 성혀척 으호 좁약져셔 뾰족하체 ·용안아. 해 7] 

핵한 책 영 앓jJ. 1I~ ~l‘느허찌 는 자송지 느허 01 호 4도 흉표~Ãl뇨썩 "1 쩔 01 좋 !격 7}짱jJ 흥운 Ãj.::-:. 려 마 

샀- 흥책.::-:. èi 핵표쩍 훨씬 ξLt껴 Zi1.려져스:러벼는 삭혼현야 01 용 3V서는 작윤띤석다. 풍 iX 지의 천 

3쩌 ~ "1 는 6않llll언빽i 팩우 ‘않쟁하찌 생 71 였약‘ 해 7↑<>]확 정 01.i;- 15mm 01 jJ 너빽는 X씨un정.'L호서 ‘건 

헥월챙 01 다‘ 윷 jl씌밍 주풍야 쓴 칙 은￡엔씩 다 Q 장악풍파 하앗1-딸에 는 천-01 벌 이 좋뽕승1 다- 눈은 척추 

씩 혈썽션쟁핵 윷씨는혜 혜가하외 앞에서 거외 옳혀늪 지점에 었?까 아가야협;깨는 크표 주새채 
꽃홍 뺑훨챙 인찍1 >11 교썩 3 .. r..j. 해치".]의 갤 띤 윷고치갤。}의 약 씀 해땅핵여 주응δj 는 뾰측 
하약 척 추njrcì 픈 42~43야썩 섣 혀 ziL~， 1 추?앙원 227~ 이 tt. 설→ 딸판 .. 1 jjl:핵 추정 ,,1 셔서 등 HH 뿌 위훌 

장 4싼다‘ 흑풍휩 18~쌍이다. 7} 숨지느려썩는 9 채씩 치조씬영~←치3fl Ã ‘ 앓는 꺼조는 허 .--j.뿔아파 샤 

머째 71.~ξ는 .:2.우 ;설환/생 jE써서장L c~ 상 71 왼썩 ν 7} 울지스:션 u1 늪 해차썩씩 딸에셔부 51 서착회는석1 

썩교석 원 i션아와， 서송~7.1ε- 허썩짝 홍 S} 자느 Bi 핵 . .\t 01 펴 중잔항쪽。쩌 쐐 .:{j 느려 017'} 시작획 ;r~ 애1 
? 

쐐자 ξ- 헤바는 7H융쩌..::. :!-i학빽 갖: 챙 EL 삭다‘ tl~^l.::-:. 핵썩는 쩡확히 흑항씩 10헌해야1 서 셔작 S단깐ι 해 
‘3 

차느썩야끽 71~ε-C~ 6 채안혜 처정 -.ε 맏석 분 71헥쩌 않jJ. 1.f어지 커조는 다 분7P형뿐야 1)， f!t 71 

쐐 J훨향 9~ 결이써서부Li5i 환정호 회석있t;:.'i‘ 흥.:11 1 느려썩는 장-훈처上:‘i!..ì 벼 3칭약 3E 종 작흰-섯이 획 

약; 풍 τ1..'::.;:1 썩는 씩 7] 쪼-~- 회줬-낀왜 쳐!영 앞씬 갓깐씩 원 7! 혀지 않으떠 냐머치 7j 죠: 

운 !까 성 7ì 죄v.i j얀 2설료 씩정 δ -*푼지 •.. 설비근 5'.1우 쐐씌 71 조jζ 회 ζ셔잊는더} 체딛장의 :11 ~쪼 

청약. 홍운 Ãl ~::씌 썩 에/씬 앞(;.뭇 채 71갖는 분야획 ;\1 짧고 나 I서 ;;1 커쪼는 파 운 71 5'i 였 4영→ 

처느:려바등펴 창 r .. +‘ 횡푼 ;~l 느힘씩 3킥 똥 -"1ξ，. ~i 마의 71J조풍-윤 감은 책추마혀 에 

서 시작 S굉양， 홍-푼~À! 느 j3-jt• 는 ~양 ;(] 느려 마 강 !Ot 져 ;껄 'n~ 앓띈 것 이 측 정 어 다 ‘ 2lL 2-1 ÃL~:: 리 I’ j 는 17 -19 

;써 잊 .7 1조 텅 렉 갱t ’는 찍1 통 행 2ι 셔 ζt. 2î! p1-"1 쉰 펴 의 탕 장어1 x1 →는 지 조 는f 쉰 펴 치 젤 il 싸 머 지 

쇼풍쓴 ι샤 ‘성.쩍 ι4 꽁 캉 냐 71-서 찬센s.... 쩍 ti43J 

눴 i 형:쓸 J셔 유시허 ::"'i:-~ 잊 ，，~ 우 근 

사차r+. 울고.7'1 작 경새에서 씩 유시하니 창치느:i!1"17] 링←문자느 g↑퍼보다 풍 삭은젓으효 규 

약죠~Pi 횡，훈써'-썩 tli 가 앞으5: .lif. 채잉 Y1초훤 분 71되시 찮원 섣에서 차선나표 

~사좋으호 처려하였、화 "1 ~장은 Lι k갱π.sueπS~8월-다 블-씬하체 챙겼고 해가e.1 까 제 일 넓 v 

L• ε씨 81 히는- 풋고 ;;1 는 C션 i}회석 까썩보 1;;} 서강지느헤nj?↓ r걱 없은래서 구-별펀↓ ι‘ davidi 와는 

.71 채상는 쓸고 71 의 애가려치 쳐1 현 앓으나 벼피하는 쓸고 71 위 가 4슴지 1τ"1 이 가 찌 영 넓으변서 5; 태 

7] 려차 원장각형여원 점핵셔 구잉월 3깐다y 

싼강없 g;￥I ;:쟁 안북도 신펴 주λ{ 백 5효동 선깎 주풍 

Lycoptera baektol‘ iensis Han , 1973 

〈 3E 현 15 그런 3} 

71 채치쓴 윷 .11껴늪 해 71 혀기 풍끈확원형야 ιr 대 7} B-ì 획 버 "'1 는 울j} 71 낙 el보다도 좀뎌 넓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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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느혀펴는 카좋-'II.=.러벼3! 홍용져\ .• 려1:11 쪽-에 핵 사까」용썩 흥지'-려혀정-따도 홍푼 :>:1 느허약 

자 흔것 01 꽉정책이다. 울 il꺼는 량추행아 여 애자펙는 퉁근하원행 01 다 i 해까~1 !J.l 녀벼대 철야한 

16: 18 .!f.써 컬씨가 너>3 1 .!ìl.ι+ .5:. 종핵 낀것야 특정써 q‘ 불J1커펙 셔썩는 14mrr 야나‘ 기째 5~는 풀」강-
깨는 잭은 i생언 어! 쏠요 71 의 J션 쇄 갤 。1 속 45mm해 외 01 야 1}야 뚜?정은 」굿 "'Î 주써 채 촬흔 딴딸 :l.양:야 

주종 01 늪 작원이 꺼 쓸μ71 의 전체 경석때 혜자허의 정이 는 양 ~i 이 다 λ상 

깐 2영응 @‘m"ì 4. 7}슴지 1_ 려비는 측 l혈히 깐혜 

뎌 췄다(8mm J. 가장자'-허바씩 71조는 8 7’|언혀1 

.7}씀차느러썩는 

7}송~l-=-러이 사혀 외 

홍운지'-려바 핵 너 >11보다 

고 

지느최 "'1 얀페 특혈처 
7~승 :>\1 느;;-1 "1 sj 힐 씩 는 

셔있아， 배지 L 러띠는 7}닫지느려찌찍 웅 의 정이팎에 

흥^l 점에서부핵 분 71 획며 관절효 펴생꾀아 배쩌느허 "1 는 자송지느려 01 쪽강아 홍푼^1느려야쪽에 
t'Jj 가2캅 ζt. 홍문지느허미는 'd].i표척 용현연예1 너 ~l는 5mm이고 걸이는 7mm 쟁도이다. 홍문지느라야 

는 13채의 71갚 핵여 있는떼 꺼씩 융되낸호부혀 분기획연사 판정효 확여없얘 통싸i.'1 u나: 

，농허 01 보다표‘ 작은헤 칭삭5._ 써버 jg- C객 작다ι 흥지느려야9-1- 홍푼지~~ ei 띠는 

해책 시작참다ι ÆL 려져，.라벼운- 종행 ZiL ~1 이r:t. 책추야다는 갱에~따 썩벼시 짱 쩍 

1. 5쐐 당 훤짜， 풀 îL치 찍 춰 추，，~ 어 수는 43 \1 1 디아 다i 

많Iil 지 3싸할 윷:iJ.치늪 흡장2.0 j용 쏘야 행te γg에 소속-시쳤다. )'1;애하갚 종횡， L‘ mi갱dε r.d。‘ 
r1 c찌차원 7} 좋 ~i+월 f영씩?셔 7}쓸';>;1.=.려야가 휴혈용1 3. 01 얘 ;;1..'::. 혀약.7} 흉-홀차'

흉 핵 야짜운펙셔 우빨웠다‘ 지쩨하한 종용 L. 영avi di .:t 싹 쩌 7} 썩짜 흉공략챙형야생 뼈지느쩍썩차 
해 71<>1 이'cl j효착 생.2.. t.t 때1.l1 하는 혔용 X격 않 4‘ 71 책하는 총온 자짤척느렉 "1 자 용옐허 요q "~빽 
하샀 -울 il자에셔늪 찰 1斗 . L‘높 71 ;해하는 ‘용， il껴보다 녕씬하책 생 71 였 51 1l<< ;<1.=. 랴벼 71 
지노력악쭉에 짧4앉 차-까우*쳐 자송책 =-;;1 "1 7} 사~행 훌표 71 . .'i.4 흉 작윤혀:1 Á1 -T-~훌 S생，다 η 치 2해환 

종융 L. Itansuensis..>;!， ε+ 7H융자.=.Dl핵가 짧싼 혀 :1.'잭 llì] ^1.=. 씩 ι17} 흉움，;>;l.=-확약쪽어j 쳤씬 
옳혜셔 우옐훨1"1. 야외에 .71 채향 쏠il.7j 씩 &!l 'clj !9윤 율 il71 늪 없다. 

셉^12~ 훌위 g영양용도 씬씩주시 빽훌향 션악주홍 

앗울 

역시 

거의 

치초순:- 7 채약1 껴1 

4상 ;<1 느려마oi 띠 

얀원 ι1-. 애 자 쓰러미 외 

역시 작운 i닙언혀} 샀다. 배자느러벼는 판젤.Y: 지성에서 꾀는 약 

‘
칙
 약
 

생
니
 

、
젝
 

;:} .$ι 
; μ 

!찌응혀1 

용 ) 익홈휠 뿜E뼈없u짧 A 

RHAM쪼>HORHY뼈CHOIDEA 

푸촬악 캘 01 늪 짧요썩 높01 는 높용빼 01 약. 우융의 정야대 높야는 4:3‘ 5 야다。 후ï'-]쓴 짧 
쭉추활.:i， )앉대-쩍 ~jξ ll} 벼 수가 Z앙아. 홉추훌윤 5채뽕이다. 옥추융에는 경흑혼척이 없다. 홉후 
얘는 9짱의 륙융。l~ 는례 륙훌2J 걸。1 는 상대척요효 컬아. 앞다려씬 I옳채는 27ß 의 지촬jL 확여없 
다. 쥐 약려는 아른 엌홍율에 \il 하썩 혹벌히 크며 5채의 영-가락에 갚 옐홉야 있다， 

닝 liil 1870'션헤 홉얼에셔 웰견~ Rhamphorhynchoidae는 두융의 높。1 가 7] 채한 억홍보다 
여 부리가 혹옐하 걸며 6-7쌍의 크지 앓는 여발야 앞으호 경사져있다@ 육추꽃용 7채이며 
와 지풍온 4채야혀 경륙훈척이 남아없는것￡호책 치채하는 역황파 구혈훨환아나<4 둬야려가 

흉외 크커에 ll1 하여 작용것야 혹쟁이다. 야 악용용 혹얼에셔 옐견되였아. 

1937벌에 혹얼에셔 벌견한 Androlmathidae는 치채한 익용보다 우훌의 질여가 약간 킬며 옥 
추촬.:s:. 7 채。lil 부라는 짧아‘ 이벌의 요치는 갈고 수찍야다칼채의 지훌은 4껴안해 날채는 tl1 
.Jil.쩍 ξL다. 흑촬용 6-j앙인빼 철이가 짧용훨 "'1 약. 갱혹훌척 01 었다1 뒤짜려는 짧다‘ 휴얼약 상부-유 

<4 7] 충에셔 방견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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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변에 영용에서 빵;였황 잃엉뼈rphodentid1l.1!1한 Ã] 쯤차χ1 혈<Jil.천- 생쩔훌7}.훌혜서 ;i~왕 ξ￡ 

다 J쓴꽃의 높이능 ;실 이혜 ,,1 하0.1 ~갚윤현안여i1 +":1 찍 약홍.l!.t"f 옳지 훗하다. ￥려는 ;설 xl ßt오，며 
」쩍-추→짤용 7 채야썩 정확f 흙 '"1.，응 앓착， 01 뺑흉 저핵 수적야:얘 4채의 지끊j효 쐐여있다성‘팩펴 츄확 

71 하째총1해셔 양혐졌다. 

1841'션에 뺑쳤훤 액수홍휴셔j 높 2 채외 파자 짝하능혜1 야 육환가 혼적씌"호 ‘성。}S성.거녀 
찮핵 7} 랬전허 평화.;;.j꾀- 날채는 "11 천.것야 륙정썩 ε+ι 01 익수용츄의 약」룡쓸올 추ll. 아벼iÌi'J.j 

얘샤 ’풍쳤 3셔였 q. ， 강2il i!-!는 형원객오효 확화3각 C혀 흙쩍쩍-으호 ‘잖아었왜나 챔 J앉히 획원 i혀였-한쩨 l앓 

7ïl ~;- 첼젖’‘침야만í 3rra <'\~I 상약1 얄함 ι1-. 

Pte상odactyHdae 파으! 약창윤 우풍야 혹옐히 낮으:~ 1:셔 ;살아가 쉴j1. J흉터 3i 청 .f. 유추촬*원 7 ;iij 

아:애 낼채는 4개의 지좋호 획 ι} 있는얘1 냉채는 휴황히 정어 꼬하는 훌쩍요호 남아었거나 왔천하 

회화 3다였다. 둬 약 ~I 늪 흑혈젠 삭다. 

1870냉에 뺑견된 Orhithochei ridae는 우좋의 끓야늪 작￡며 결이는 칠 jl 부려는 확새주흥 
。1 처렴 결다. 앞다려씬 l앓 7~ 는 4 채의 지끊jξ 획여있‘늪에1 쩨옐 크다 와려는 종1 !책획여 홉쩍 o 효 

‘즙야9)옳뿐아짜. 뒤다헤는 작~'C셔 활까량í 작.2_ t껴 양흡í 거씌 회착되였양“ 

야함에성췄 71 하써싹 상청파상써총애}셔 앞핵컸 〈약황〉엌 j년&.라Jl 하늪 천 iiHi←.s:. 없다. 

앞에서 tJ1 교힘 석흉→풍야 우려 나화에서 웰견한 D it omophalangidae획 ilj.Jll획는 파가 앓‘..'2..요 

3ξ 쩌 j종운 약흉파3응 생정했 

재?엮적으효 익향-화석용 확장3 5?…43" cll 셔 f싫iJij;석싫 _"-1+ J듀져짤약룡윤 원 s_ 3~;o 50ι 액1 셔 양쳤 

S삭 였 

gen. nov. 1당잃 

쭈팔용 걸어보야 높 01 가 놓요n1 1츄il-]송5 짧다. 용추흉용 5;쩍 jξ i찍 C낙9) 달채찍 지풍~ 걱L채 

뽕.01 여 흉부에는 9'상의 벼교적 컸 특촬을 씩 흉부훨- 감싸 jl없다‘ 휘 아허는 익형-이1 벼하여 홈’챙 itj 
크 nj 하펙팔-4 척추을의 챔 3휴에는 판 타월경영의 →셜’한촬。1 ~q‘ 쩍쭈야때수씀 2611}ε} 암햇 청야에 l.'Ì 

벼의 썩는 거의 갈아. 워다려와 첫변째 발가릭파 냐며 Ã] Z, 3, 4, 5 렐자딱흉 방긍치에서 썽 Oi중 

강라진다‘ 가운례벨가락야 채일 진여! 세마다호 씌여있약， 

기채하는 익홍윤 i살흡야 꽉옐허 건것이 흑짐이다. 해확왈보다 하회필-용 1. 4배싹 I격 칭다. 앓 

날개약 전박풍에는 경팔파 벼끌호 외싹있 는례 굶치는 결약‘ 1il썩추풍용 4 n}이뽕씬떼 1il려 추촬확 

정여‘:lJ þj 비의 비가 칼운것으호 보아 2표려는 칭었융것야라고 본다. 

!:I 1li1 기채하는 두지팔익룡파 가장 근사함속윤 Sol d.잉 s 0] 어， 벼 j요하는 약룡용 :I. 7’ 
에 /씌 우려 의 익 룡파 벼 슷하다.01 억 룡은 1966연 에 까자흐즈;딴 유 t!l 껴 9_성 충야1 사 웰견되 였 다. 펙 Ji1. 

하는 익룡도 뒤 다허가 특별허 판례서 우지끌약룡파 벼슷하나 2 채워 자쓸효 회얘있는혀1 셔 우i!-1 

의 익흉펴 차이난다. 두풍은 우i'!-]악 약홍효다 높이가 낮으여 옥추잘에논 ;영륙훌청이 5'J j1. 14^상익 흑-뽕 

호 회어없는떼서 우 .. 1 의 업흥고} 규열되며 발가략파 딴톱에셔 í 쳐야 l낭다. 우회임 약뽕어n 서는 11 
mm나 3라는 날카호운 ‘찰톱이 5 개싸 9)요냐 비교하는 익룡에서는 그행지 웃하다. 

1955년에 서부독일 상부유라기층에서 딸견된 Scaphozπathu8 Goldf usβ 는 우학쐐 악흉..!t.다 

더 작다. 

。1 익룡의 두촬윤 우리의 익룡보아 높이가 더 낮으싸 ;산 부러률 차지고었으며 우끌에는 높 

은 엿융 가지고있요며 위 마리는 우려의 익홍보다 작요여 발가락파 발홉 01 싱 itl 구옐되 는 2엉 에셔 

명확하게 우옐된다. 

이밖에 까자흐스딴과 독일에셔 발견훤 R ha.mpho rhyncμs속파농 크 71 애서 성허 차이날뿐야나라 
꼬리의 끝에 룡형에 가까웅 방향탁， 두개의 저풍5.. 륙풍혜수 풍에서 영확하체 구별훤다. 

Ditomophalangia amn.o kgangeneis Hll.n .19없 
{도판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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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t영윤 양종강에서 빵견되였요요로 압록강우처풍의룡이라 lL <성영한r+。 

압흑창우，"'1골역룡은 작으연셔도 두골은 크다“ 3츄라는 짧다‘ 뒤 다려늪 욕혈 히 크 t셔 발홉야 71 

정 ξL 다. 날채외 지팔윤 우채뿐이다. 흉부에는 9'상의 꽉「팔용 자한페에서 안l-"'l션 약향을파 i영혀히 

구격흥원다‘ 해가회의 갤。]는 4c1II이고 높이능 3-5얹1 0] 아， 부터는 ;설치 옷하t:t ， 옥추끌윤 5 채마 >1 

인혜 경콕훈쩍운 없다. 척추골은 모두 267~ 마셔익:셔 깊야에 비하여 너비가 쏟머 넓다. 오훼팔 

용 책추공어}셔 냐 71 눈벼1 흩에셔 약깐 아i!li 쪽요중 처지 τ성서 ji 짤윤 꿇다. 으훼풍으1 깅이는 21mm 

이요 얘벼는 3mm ö] 아， 요훼공파 날채의 성박딸파 접하눈 사이에 전악풀이 상각형으-호 놓여있다‘ 

상하좋씌 겸야는 45!1없 "'1 고 썩 tl] 는 4 ‘ :)--5없잉이다 '11 벅~딸은r 캡끌파 ，，]골」몽， 퍼。9 ì1 는어1 갱풍파 1l] 

을-악 굶 7] 는 강r↓ 션학필‘의 왈윤 채나-요지 않었쓴벼1 상박끌의 길이는 87mmjξ서 생방풍의 2 해 야} 

닿환다. 

쑤 ~l 익흉은 쑤개.'?~ 지촬호 원것샤 흑정이따‘ 우채워 지플에서 당개씌 앞작→에 있는 지」풍이 

야 짧디-‘ 첫번째 Ã] 촬와 ;살아는 13당nm 이 31 푸헌 x해자촬의 ;싫 01 는 50111111 이다. 한젖-날채으} 갱이는 320 

1l!Jl)에 얄한다.오훼괄에서 척추마다 4마다껴지는 특-끌야 없고 다섯번째 책추마디에서부터 비교적 겼 휴 

평“어 냐요는썩1 흉후흘 강싼 4. 흉부의 너 "1 는 5αmrn석다ι 해 최주띠다 약 너비는 6m.m이고- 깅익능 

4tW'1í 정 í이 ζt. 흉부혜 는- gh쌍와 룩 궐 이 있 다? 

오훼 좋고} 룡꽃홉 7，1위 원상 각 행 융 이 후는썩1 흉-결-의 경 o} ;는 3:~mm 이 î1 L카 a! t; 앓11m 이 다 쉰 ←딸 

쓸쩍 성 ι1 는 2:짧!αi j1 최대협 7] 근 總내쇠야 εt ， 1ii εl.:.}공은 이{아뎌임 냐터아는썩2-2"，1 추당"'i 미 

다을;씌 -측정은 죠1 려)'} 역룡외 -갈약의 2~， 2 ‘ 5 배 L↓ 짚어는 다른 나러 지효와 갇깐 젓이냐‘ 치채하 
는 약 훈에사 흥정뛰 하냐는 둬야리가 r:f은 석한강 녔! "ðf'C:] 측h엽승1 크 l까 대회‘필 J씌 칠이늠 33mm이고 꿇 
차늪 &“ 5llil밍이다. 하획꽃-윤 헐치 7ì 놓 δ4 셔는냉 방싸 컵하늠곳에서 는 L5nml 이아 ι 쐐펴풍펴 정 

확f 쭉해 71에서 꿇치늪 411m oì 고 히로1 팔잊 정이슨 47mm 야여-‘ 흑히 7] 채하는 익향에서 특정씌 5~ 

냐는 썰흉 t이 랭수적야확는것야다~상가략온 5 채인폐 엽지밸가닥은 흘 t셜히 작으며 나 01 ，7， 1 2, 3‘ 4‘ 

짝쉴-흘 ï우 정야 7r 강<)석 v자 원으않- 생엽썩‘ 방흡윤 l1mm나 펴야 셰 l런째 발 7} 락안 3 

7~ 회 적팔5:. 획 C셔생 .i1. 냐야자 빵차학뜰운 5':" 우 2:'~ 씌 지꽃로 되역싫다. 발 71락으」 길이는 약 4υW;'; 

에 닿한다‘ 
우 "1 쓸신잉 -~f'- 익 씀이 i강선현 /닌주홍펴 저i4층이1 는 서;， 1 않는 조개유， 뜰표끼와 어{뚜 71 릉 

굉용둡。1...+오는쉐 \.~룡은 불 il 7] 릎 >1 1 옷피여 판충뷰늘을 갚야띄었관젓이 ζ1. 득히 으 1 풍은 패수석?↓ 

r설합 !:Lir_ 울고.7]유듬을 덤치였-을이며 냐푸에서 z} .. g 텅 ('1 활동차였←을것이라고 추측핀 ;--1ν 

tJi.ill 71 채치 Dιtùmo α am.ηokgaηgenSl8 Han 파 가 정 근사한섯 ‘ 까지 

떤 i삼루 ，Y}라떠 Jf←끼각되 정부-，주힘끼풍-에서 194E 띤에 맏찬도 Sordε pι/'0δ‘’ι익 Sharoν 니‘ η1 -2"그，.'1 、

5 OrdR 5' ~μtos “s .s haεov외 우공의 강이는 7] 제한 익룡포니 좋더 경띠 높이늠 낫q 날 ι{ 낄(;[ 

능 t- Þì 킥 역똥 ... :!.~ 님)숫하 r+ ‘ 지끌표 개르서 기재 .. ~~는 약창i1j 구벨뇌혀 -- 닫은 ]4 쟁으←얀샤 싱 

자야 l간다. 비딩하는 악똥이1 서는 펴추웰이 7 개 01 "-1 옥뚜 7날씨눈 성걷 은석이 잊는태 F 바씌 약풍과 

구 i셜 J틴아. 뒤나B-j 는 븐 ι션이녀 우리각 익룡보다 삭으며 i월→장 ~L"← 작은젓으」§- 우 Ei 뛰 익흉파 /심히 차 

。 1 년까r 또한 비교하는 익용에서는 6mm까지의 김7-] 갚는 l갚토- 온음윷 1깊끄쳐는 침에서 구’월펀 

비파하는 -4;총은 득영의 자]난 ~I 야지역의 장부유;0-+71 펀암에 셔 1861년어} 발견한 Sc(zphaznothu8 

wazη er 이 r+. 이 씌흥은→ 까스딴에서 발견된 Sor‘ies pzlo ‘S1lS와 류시하다 우에서 비교신 Sα rd εS 깡t 
lost‘S~L ::J，도’ 뒤다리는 잔으펴 앞다r:;]인 닐깨는 격시 4 개의 지곧토 되여싫으며 부 B] 는 우러 

의 익룡보다 r껴. 칭따 쑤끌의 농이 는 더 낯은뎌]서 쉽꺼] 구렬된나 

또한 비교하는 악풍에서는 흑끌의 칭이가 보다 길 "4 풍반골은 더 크다는 점에시 우려악 

룡←-4 차이난다. 

1923 년폐 콕앙의 장부유라끼지풍에서 발전펀 Anurognathus ammonι Dδderlein 은 11 치}의 

"1 추풍뿐이다. 

',,1 jι허는 익흉도 l성채 7l 4 채되 지공←~터여있는 쥔이「서 우，，]의 누 Äl 공압폭강인 룡 μ} 는 섣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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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나여 뉘 다썩 는 녕 1_，;1헬 αi ,.::q 없 이 ;」 SE 펴 

체 구벨된다‘ 

경이:L 우 i7-] 씌 악룡~ι} 청씬 작옵-책서 썽 

1830년에 독일의 성양유 ò}7J 측에서 렬;션 -<?l Onnithoceph a. lμ8 bonthens‘s 우결-은 우터 1각 익뽕 

김‘마 웰씬 크나 선저j 강씨는 131 숫히냐( 5Ucm 정도)， 이 요본은 우괄뿐인돼 부터눈 길며 이‘쌓운 왔 

Ò i효 갱사 졌다 꽉 일에 서 상부유라7] 층에 서 1839년에 발견득 Pt ε 7'oda. ctyí μs congicand야S 없생n. 

steri 와 잔L멸되는 점은 ;;11요하는 악룡은 무꽃-의 높이가 흑렬히 i갖요여 딛-추골이 77~ 이파 1iL i'!1 ~홈 

풍。 I 40재인것이아‘ 특징적인껏윤 ZiU니추골의 끌어뚱능성례 가~꺼운 방향라흉 가지고없는짐 J짜 앓날 

개어I 4개의 지팔을 끼지고있는점에서 우히외 익룡파 썽게 구밸훤다. 

풍으로 띠 국-'<-1 포리 손홍외 상부→%-라 7] 층에 서 않8J념에 발겼 린 강e7‘rnodact y/ μs 뼈 aysh포 :흙 

」흘。1 우려의 익휴쿄 4 낮j뜨려 부-려는 좀다 ;설 C커 (갚어러얀 날 711 에는 4 개의 ;;;]공이 싫으며 옥 

은 7채이며 뒤다터눈 우리의 녁흥보아 감쓴뎌1 서 구i날띈다， 

산7; 1와 황우! 평잉「북도 신의주시 색 효풍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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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j 

rSETALES 
q üise tace a.e 

Eq상 isetite8 Sternberg , 1833 

Seward 

도 j산 24 .2";:] 

져 f캉 장표없씀 ;야띄치오}→ ，;1 속참여i 좋지는 Il}뎌씩 짜야사역(월간〉효 돼 t얘었약” 좋거의 .iL<섣어l 

놓 행당한 휴꽃5!양쩍 똘가부1양 ￡-양부자 앓아. 야것윷윤 우아래 약어사억훌 잇는 o~ 다부훈애샤 

.:ïiL.í.했아 oJ.v!에는r 잎흥셨야 았으-팩 벼ill.쩍 깊이 강려전 업 V} 싫야; 양해가능 이얄5.'.. ~l'야까. 영 

수‘쓴 25-307~ 야 .:11 갈 야는 10…33mm 이여 냐 바는 O.5mm。‘ 약- 아~약 췄 야는 녁 벼의 4 --4.5배 
어다 Q 좋 71 업 t-1벼늪 1O .-2Omm얀례 속은 벼썩있따， 횡 J영악운 혼허 웠행야썩 야그 ~i 신 쟁행쪼 :u 
'*。 랴바퀴쩔처렴 뺑윤 휴괄왔 23--387~ ò] 고 적청은 1-3cm이다. 잎은 야디어l 셔 흩생하는뎌} 

멜풍에 볼얘있다: 

H^!2~ 홉우영양ÄJ 충구협 쟁상동 송탬산흥， 항경냥호 허천군 강 i영랴 장파라」롱， 강원.5:. 

(당)녕월군 뱉송~l 얀송홍 

ushimarensis (Yokoyama) 
(.5:.훨 27 그헝 3. 4) 

흉융좋지애는 며어가 ~it li연어}는 셰로방향의 동융좋이 몇개 나라낸다， 셔호 맞셔 블에었는 

2 ;1~ .9.l 영씩줄거는 략웠형옳 "1 훌약， 긴 반경은 13mm약 it 짧윤 반경응 lOmm정도이아. 야 종은 

E~‘aktongensis 9.} 낭ì -::윤장~，，~ι 자금까져 야 종윤 양속풀가어1 의해 설정되였다， 지장줄겨능 얄혀지착 
앓아 보아 자세허 ;:jJ벼하져 훗하고있다， 

HÃI없 훌위. 자창í 종강군 오수려 룡성홍 

Equi8etite8 sp. 1 

(도판 27 그림 1, 2) ‘ 

쇠띄치의 줄기는 애우 가늘고 길아. 마다의 길야는 O.8- lOmm이고 녁비는 2-2.5mm이다. 마다 

와 표연에는 셰로방향윷 가진 3-4개의 돋읍줄겨가 나타냐 있다. 마어가 잇닿는예 돋음줄거가 어 
71 는가 공추 자냐가는가 얄수 없고 엽 초도 볼수 없다， 그러냐 이 종은 Equiset ites에 속하려라는 
것윤 의심할바 없다. 

산 ÃI와 종우L 형얀북도 신 의주시 백로통 신의주홍. 

E.qui8etites s p‘ 2 

(도판 25 그럼 2) 

표본윤 쇠띄겨의 엽초호셔 수직방향요로 눌려운 자러화석이다. 앙의 일풍은 서로 잇닿아 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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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흘 촬석 뾰쭉한 야앓모양이뎌， 잎의 정야논 약 3.…5 1llïll야다. 하나의 차·운해 t썩야 있다， 얹용 ~ 

11객 71~ 요종획 ('4 있:숙. 0] J!..홉응 P hyllo th쩌α속파 얘우 엄1 ~학하다. 

자 강3ε 초싼군 련 -j!-~~ 련쑤려 황 ‘ 

Neocatamltes Ha lIe ‘ i쟁。8 

Neocalæl’tites cavrereí (Zem.) HaH ‘; 

(도완 17 그힘 1, 8 , 5:.'fr18 .2헝 L 3"6 , .x..얀 19 :1.평 L 3. 
33 二L~김 、 2 ) 

흙 . .1]와 걸이가 각야한 r;Jj와 횡쩔막틀야 εt. 결좌 7} -r;:- 현채 설고 있는 쇠꾀가양 섹숫상약.r;Jj윤 
tl~ r: í 와 칠간부분←o i료 뚜렷이 구‘혈찍는터} 줄겨우씌는 71.는 륙풍요양의 플 7) 쑤짜 많다， 여젓플흔 객 
이에사 칙선우검← 약융 a~ 이포 종파한다. 극허 도운경우어1 야끼천것」E 았다. 때의 길 샤오} ιf 려는 
J;}하 뛰치이} 따라 다른터} 질이눈 5.‘“ 12cm이고 너퍼능 2-3cm이다. 서il.~. 뻗은 돌 7) 부의 수는 잎정 

않으냐 50-7ψ”이야 -011 cm땅 12~16채자 았다. n}바얘는 작은 야7.]차 붙었던 자썩 (젝정 
2-..-3mm) 각 있교 잊 F- 표감。”는 이술기흘 쏠아가연셔 흉잎쓸야 붙어}있다r 잎악 일쩡능 셔로 

앓는다 101 바 늪 '~.1mmol j]설 야 는 6cm악 더 ι 잎꺼운뎌i 액 는 회 01 한 f홍감인” 이 었 다. 잎 
αf 끈히.~~+ 죽 71 책상과? 함꺼1] j썽정역。14요는때 -형 2월약은 7~싹자 R 양의 고 ~I 풍 이푼다. 이 e성은 
4응 」흥쓸호 녔여 있 jJ 절약S'i ξ} 뺑읍 % 풍한 경우 7f 많다-

싼 ÄI2r 종힐!?-’: 평양:λj t4l생~.‘역 qj-'생 "J 송링산홍， 자갱 i; 츄강꾼 호차 숭-강흥， 환해-끊 j￡ 
써 송령신풍상;생양도 확 i행균 창쩡쩍 장작，，1 흉 

Neocalmnites sp. 

( .5:.딴 17 :1.험 6 , 도딴 l상 그링 2) 

요불응 &쏟서 좋용 쇠띄껴씩 횡행약-4 ε껴야 εt. 쩌;영윤 ?αn야다， 카‘딸 ;(1 .5'.양의 il킴는 두껴! 

자 lcm이다， 씩협 J짜 내벽에 짧윤 흉을총 7~ 선다. 외벽에는 평치착를 줄런 훌쩍야 냐라냐며 내쩍 
에는 짧은 형_'t.영:의 혼쩍 어 었 [:+ . 월윷핵!] lcm행 외벽 칭찬의 조선운 8-9 채 , 애 벽 흙의 조선용 16-

187~ "1 다 쩍~ 내부 수창야 았 r;:l곳융 팽한하고 애용하약ι 야 표본은 항1l- Neocalamites의 줍 71 
s4 함께 4..!? .îL 있다‘ 

산:X:!웠 옳쩍 항성영 또 허쳤군 항 i영 ;;;1. 장-4쩍 홍 

{2 j 

환ws 훌J> O .RANGIi앓$、AE 

MARAτTIALES 

Ma r a t tiaceae 

Maratt iopsis Schimpe r , 1869 

Marattiopsis müensteri (Goepp.) Schimper 

<요판 19 그링 2 , 4) 

앞윤 띠포양야여 옐풍고1. ~푸어:]71 는 풍그스협하다. 엽영윤 며끈하며 량 7~녁용 가운뎌l 맥파 i영행 
이:+. 측액파 7}운해액과 야루는 각윤 칙각이다. 촉맥을 따화 량가녁에는 긴라원형외 취합l상( Siη , 

aη.gium) 야 츄척적￡로 째렬되여있약， 엎용 가운에액얘 의해 굵윤 가지애 붙어 았다 i 잎의 길여 
는 80mm이고 너>3]는 22mm이다. 가운태액에는 뚜렷한 하냐의 홈이 있다. 7}웅예때의 녀비는 2-

2.5m 야나 촉액은 lαn당 약 10-14개이다. 촉'!ll윤 가운배액에 대하여 대정으로 놓안다， 포자냥올 
잎의 확얘거와 힐풍부균애 있늪것 이 좋부에 있는것쓸 보다 작다. 표자낭의 길 이는 2.5 -6mmoj :il 



Aη 

껴서는 O.6 .. ---1mm이다. 표자닝에는 깊이 양창 ò 로 짧을 쏠야 았다 ~^~냥은 
? 

12~H개 있다. 현생 A1αrαtti α와 매우 바 숫하다. 

구-역 잠진，，1 송럼산콩， 함장 1낭도 ;~천 jf 

x.l ntBt 쪽r거율 

ca 연까자 놓얀아. 표자lj은 lcm당 

항양시 다lλ':f' C닥 r~ 성산. 난 

도( 냥 ) 녕 캘균 반송려 역}송 풍 

부터 시작하여 

&fXi잃 

장i챙，，] 칭「파 ~l 흥， 

LEPTO 정 PO 협1 ‘AI얘 g깅 IATAE 

FILICALES 

’‘ 

야 smundaceae 

Rαphaelia Debey 씬 t 

Raphaeiiα diαme1ι앙 Sew. 

( ~요한 22 그렁 6 ) 

갈채 측은 꽁고 약 lmm파 L케 1ol 1 흉 차낀다산있윤 1t생양r.;~ Lff 711 촉파 거석 ;q 각 jζ~

갚풍윤 ~~~-상 좋야셔 원 E성을 。 1 i츄녁 가운때부분얀석 L깅채초아i 윷야았다- 짧은 샅:푸사륜 

얀다@ 산양lEL 낯채측이l 블는， 김 ?;l 셔l 따라 ~r_ C:J~파 표지가 산하는폐 내쩨로 샤깅1 월~는삿 ι! 표 

잔잎쐐 i양은 싹‘E 양이"J.， 욕애 71.5:. 7} t:엽서 성작 증δ} 셔 상석 효￡족해 ^I 며 우-5':ι 까‘섭셰 펀 ti 

갚의 떤두，，1 는- 융 거철 "L 2차색은 5--7'상으.호 기응혜댁셰셔 ι%ι}요로 l-j흉 t::↓것은 잉씩 'fd 
4i， ξ~에셔 뚜벤 참라지고 }우에서는 한번 갈라'11 ‘4 

HX!2f 흙5fi ‘ ]갑정 닝도 τ4 천 :.;t- (.양응평 펙 」짱 /성 황 

, ... ,1 1.._ 

‘ 2 -î:..:: 

• l859 

fordia Se 1tvard' 'j 18딩4 

goeppe ι (Dunker) Seward 

,:L f{:Ì 으 딴 33 그섣 
)칭ι ;!판 가전 약 ι 7] 꽉 폭 J깐← 1펴 는 세 결 행숫 5~ __ _ 

_ tt 센 E 껴 야 주 ;짜 r+ ‘ 갚 '11 
?’} 있쓴 섯 。1 우 야i1 9J 깐것 ç-• .1.'껴 

씨 ;q 껴 jξ ií:}다. 잎의 욕에커는 종차랙 

짚설풍부~~해서 잉!H:~n 2 양 ε 'L ‘생는해 

잉i 솟 7;]' 석 깜 윤- 총~~ 

Hl 숫힘-σJ} ‘껴 보가 힘 릎‘ 

3앙다 푼 ;산잎으 로 야if-쩍 

,-. 1 

:)C D1Zaeaceae 

iL 

? … ” 
이
 

( 도잔 2l 

J샤섣 은 짝얘 도 3 t션 션 잎하 rti U~ 

싹적 출 야 뚜텃 다‘ ;긴 생-껴 E성 ir o! 훈 ’갖써 잎 윤 

상:쓴 잎익 자 2] 에 r아라 떤화기 3 하다， 날채있으} 아 

」갚 흉 i영 ~-응 쓸-'2.양의 쪽잎윷 CjiF 거나 약 2] 강 ?ij 효 

풍 .g.궁승1 셔 이-려호 브아 정r 다ν 잎객 들은 얘우 

용핵] 꽉 은 r까효 F쉴 희 ;\1 BI'는 다， 아 총은 강 J'i bS 

늠 정우도 있뎌‘ 앉야 째셔 줄5è얀찍 주한잎 ~5:.. 원것윤 C’πychiopsis와 

약‘ 그려니 uL;표하는 총읍 산잎이 더 3상족한 ;-::'; ，.;.ε.~ 처혜 붙.11 깅아가 

잔해 셔 二F벨띈다” 

싫지잃 출위- ;q1 섣흉 

Dic ksoniaceae 

Coniopt eris Brongniart , 1849 

Coηiopteris bμrejeκIHS (Zalesky) Seward 

( 도판 2。 그탱 t~5 , 도딴 21 .:1침 1. 2) 

앞의 줄지 너 "1 는 1 -1. 2mm내외이다. 좋치복판에는 새로 방향악 흉이 뚜렷하제 냐라난다. 고 

샤2-1 악 잎은 ‘갖개잎악 꼭대기로 가연셔 많싹선다. 잔잎은 펴칭행， 긴랴원형. 갚흥행아다. 엽떤융 

aì 판하거냐 울결모양이여 약간 째져 71 표 한다‘ 잎은 lol] 때칭아다 잎의 일퉁응 줄치의 날개를 이 

」루-띤셔 사래효 늘어 져 드러운다. 

향깡e.j ι영얀북도 /니악주시 백호통 선혀주흥， 창경북도 온성군-



。{ 총싸 가장 A까운 총윤 c‘ ‘enophyiloide .9 "1 나 주 종건:， 24 작야성윤 6{ EZ 획 는 종의 신 

옆이 뚜헛한 봉행을야후펴 맡풍야 굽히 좁야지고 까운폐호부터 용돼기로 까띤꺼 ι1] 모냥"i] 좁 cJ. 

1.j 는 ι3 이 다. 

;담;\: 2f 증를휩. 
E 정-g' 풍/잉종 

전천꾼 련우썩참. 쭈. "'1 ~샀f Ar;장ri 액 ￡흥 신의추똥， 소|꾀주-지 iι1 넓~ 'Ç 
。).: • -‘ •. 

eT ιS hY1，지 e깡ο phylloi녕es ( 월 rongn‘ Seward 

( .'ε 양 19 그쉽 6. 7 , S:. 장 20 .~l형 6, 7) 

이 똥응 여러가 "ì 날깨잎 표본에 (악하여 월 2성펙였다-- ”*재영운 셰호방향으j 까쓴 홍。! 

날개축을 가진 2:'혀 갓..2..양잎이다‘ 날쐐앞으} 쪽얘기논 뾰족허며 충축펴 50 0 냐쇠료 불-셔았다. 

까링은 약 IOmm 사야흉 푸고 엿냐거냐 꺼의 따주장애였‘ ι1. ， 낳꺼잎으} ι묘양펀갚'í:. ò，r펴주j 행이아. 

개잎의 (•ZJI , 중촉-파야 j유는걱- 풍은 중축얘서 차;<]하눈 샤바에 따라 다르다η 선잎걱 3:.양도 

와 떤우려가 째지는 싱 i 풍에서 현핵가 심하다!l꽉 1E- 산잎으} 섣이가 6._.선 rH생。 1 .Jl 녀닝1 가 3~4 

mmÜj 사 ;lt 갚윤 j승전 r느늪 깐맑딴요〈샤-운 야푼다. 잔있틀슨 〔섣→중이 듭허 좀야저턴서 4강써잎의 츄 

숱느 냐 4 야 1개효! 'c씩 5-ι} 신잎 91 꽁잔~ 뾰츄깜까나 낌-좌치t1J 연뚜썩는 구한꾸→장펀 붉헛'i'..영:을. 01 
른다 선씌주자구-씌 i↓삭윤 신잎쓸야 슴츠r끼 x4 5/ν7 써씌 극쉰 J스갚L 강P↓셔없이 ι 。 1 년 쉰상은 실암 

살 써눈 사쉬에서 휴강전이까눈랙맥 4E- 싱써축해샤 않작으_iL a펴야 2 ’‘3 션 깐 E↓ "'1 능뎌l 

착 1객시 갚야 가월꺼1 나 1까난다， 2 치객쓴 폐 쓸잎c<갚 ö↓까썩 b형석 }룹 C셔간나 ι 잔앞쓸2.j ..2.양이 섣 

하 L건꾀→석 'C! 로 01 향에 대찬 -향일석인 퓨전윤 주저:슨하ïl. ~:l 냐 산당채 잎익 양이 r↓승한젓은 ε 

7↓딩 으} 상 숙 71 :J oil 영 양 상l 샤 C영 (~.f .fi'’ 홉- 깐 한 정 도치 r:t -yj，‘ ι3ξ ‘깊。! 윷 츠 i!1 .. ~ 늠 정 노도 다븐껏 파 

한현 l긴다 。! 풍':;1} burejensis늪해우 BJ 속한해 션1 ~표하-슨. ，종-은 산날 7ij 잎악 갚닿아 야리1 호 십 

팎 묘 장 혜 겨 l쟁‘속핵 nj 것i 정뜯..2 상:윷 "1 풋‘싸. 지 해하는 총갚 싼잎의 L얘 i사 가 급 고 거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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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얀 F↓ j; /션의쑤셔 쩍 쪼 강 

1힘f 깡 R갖~칫첨꾼 짓r 평 "J 천「 

인
ι
 
r깅
 피
개
 

4?L i 

α pensis ’ n ， ) 

<표 한 20 그;강 9 , ~뜨션 ,; 닷 

윤 2힐야/상;으} ’갚7!l압삭 ι7>> 헛 3걱 녀썩논 1η。};}、 혹 J깐에 서~.좋선 쩌;<JI '，B 성았t:'j.， 

7~ (갚용 원전책 ;'1 섯한팩 :설야는 6Cl'1l아/상야려 야썩는 2. 사다 강L 처 r까ι 싼잎，냥축:4 

호 1성야 셔 E 싹것1. 성 천 εk 랭:넣으? 당 7~ 영같~운 엣 섣 있 ξ ←.::l: .. 양적 j행윷 석푼다* 

적 강서는 20mm이:31 냐벼는 4'-"'-:Jmm이 다， 갔였 했속 긴 ε4 원헝판‘ 。 1 루슨 티| 욕 cll 71 01]셔 2~ 
3객설 한족한 야판 까지 1착， 날채잎익 쭉해켜에 풍윤 %까」틀 F •'t.. :::r 각썩 셔 ~심부용야 맞불 

í'j. 각채한 Jf.홉윤 ι산성어i 하니「의 랫야 나←있다 ν 이 뚱-풋 α pte1'i s siiapensis와 가펴보가 

힘쓸 "1 등의 t상 " 로 .1'.샤는 퍼 견 -ξ 제 가혜.Jl있어 . 

f냥 X!2t 풍§ 웰 。/\} 캉 도 초산 .;j: 초상 읍 현Jf~ 려 훈 

l-1 Bj 쓴 3c 5cm이 다. 엽 연 

35-45。 씩 각융 이루며 

은 측댁 c 로부5j 적각요 

Di pterí daceae 
C lath r-opteris 

Clαthro 'JJtε ris -menisη ioic상s 

( 5'.딴 19 二Z렬 5. 요평 二E탠 2) 

능*양오-양의 풍완전한 잎엄 /성-단쑤 표판 öì 씨‘， 잎셔 설 서눈 5 cm"] 파 

우 t산 흔-‘강 :'i'.양이 다. 가운팩 백은 꿇.iI 뚜렷해 야‘ 측.t!.U {:-갚 셈 t?ij 파 

-쩡팍쓴설i Q{ ;;J 우로 휘여든다. 표본에서 2차익}으j 수는 D7!1이‘ 

‘ 32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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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뻗어 좌우의 셔호 J혈함펴썩 'E효 ι똥 f썽씌 x 융융 혀분(:1- 구-행연에 {5 까는 써댔 

을이 보다 ξ| 은 양-을 야후·며 흉표되략았다， 쩨 i헥 -SF 아 야환 구햇씌 크끼는 8 m.m야야@ 녔으4 Jl 댄{꽁 

二F 행플해 으{쩍역 풍，71 ~1층의 」앉헌셔 F깅 혜나:쓰커스떤출 야훈다. 그것 Ee 잊쐐 양하펴 확펠에샤 샤 

르체 냐라단다‘ 효성-풍윤 싼J싼한것야 약어 E..s2. 잎작，차흉 환수 없 요 ι4 잎섣 j깊I (깡쉽‘-~~양; 풍요-
~ C. 060 1'αtG ， Cν 상nen8i 약 끼- ，혈 혈， 1- 있 ιιL 

HÃI2f 정홍 형 상시 대선 구역 에 상산 찌{ ;종창-rr; 찮아 풍 :L 척 

군 정’평 리 장 i괴.!!-I 흩 

1:),--.1 ~h' • .1 .t-'Oi YP<jdl f.i:::eae 

( E:연 21 :1.힘 6~ 7" 도i 한 22 .2텅 2) 

고샤려씌 잎용 해우 역얀약한여j 2화야상의 새섯오，앙융 야후는첫c\호 j￡사천 c↓ 얀쇄잎은 1}.îL 

긴 피칩행이다， 날기!쭉oi]는 가는 쐐료흉어 었 itk e§-X끽 서'81 는:.， 1 Ì!jffi 협-ε1- 삭다‘ 쭉 ι상은 
축파 30 0 l~ 획펴 ;4- .. ~!:슨 빨썩 얀쪽-으증 늪 δ1 .녔 Ct ~ 사-;상 환것으! 결사윤 10n~ ‘ 

날개잎플의 J짝해가호 7). "핀-사 쪽잎‘틀용 즈치까 간신 1약 r 영J~ ;，걱 꽁쉰 .9_ .'ß.'~f-힐 갚 엽쉰 
해진다 

야 총펴 ps il 0 to ide 8 플 4장으염-효져나 쉴엽씌 3썩하i .!iL 석야 향￡삼: 

의견도 있다~ 한펠 객칠학쳤휠ι 표자 애우 넓{'~ 야 종을 놓표 져설시 r씬상 쏘현택 J웠홍 ~l 양어{셔，~~ 

오직 핵악 7] 하쩨총쐐사만 안뎌i1. 하-자얀 앨본， 종국 흉자에서능 유파 71 상세총얘 λ1 .í 양핵지 j1 
있다. 

산자와 뚫우L 쩡얀흉도 승;앉균 똥상썩 생i 환황 e 향;성확포 

철욕군 왜관 랴통흉 

Adiaηtites Goep￥lert ， 1905 

A diantites sewardi Yabe 
( 오딴 2。 그링 12) 

'it 향I짱j?.l 써생 풍， 경 상홉!i'. 

.H.본윤 흉잉..2..칭':. 2t 종현 .îL색i!-] 잎이 다e 영{용 때 혀i 효 부채.5.'.양。ìttl 엎멸풍윷 향젊 좁약2져 쐐 
71 모양을 이룬다. 잎의 닫은 가까펀하지 옷하고 올욕야 심하다 양액은 가놓표 우렷한혜 헐흉얘셔 
부채살모양으호 뻗에 숭긴에셔 여려뺀 가지룹 찬아 A. tOY07‘ aenSl’s와 바슷하져얀 벼ill.종은 업여 
작교 잎이 닭양 E양얀혜셔 규ιi열원cJ.. 

산 ÃI와 종위. 자강도 중강꾼 오수려 룡상흥 

Filicale8 incertae Sedies 

Cladophlebis Brongn .• 1899 
Ciadoηhlebis asiα tica Chow et Yen 

〈도판 23 그립 5) 

잎은 2회새갓모양북엽이다. 날채잎의 킬야는 7em여상언펙 션챙을이룬다. 날채촉의 너벼는 1. 5 
-2mm이다. 축표연에는 세로향향의 홈들이 있다. 날개잎온 날개축에셔 80。억 각으포 뻗어었약. 잔 

잎은 날캐축에셔 가의 수적으호 엣불거나 꺼의 핫붙가도 한다. 엎블은 휘여 셔포 배좁게 불는다. 잎 

밀퉁의 전체가 날새촉에 블는뎌l 간혹 잎의 땅， 7~역에셔 종 r털어져는 경우도 었다. 산엎은 혀모양 또 
는 긴 하원행이다. 욕대거는 혼허 푼하다‘ 잔암을의 영켠은 이끈하다. 낄이는 13mm여고 너벼는 5‘ 5 
-6mm이다. 가운해맥은 뚜렷하여 잔잉의 쪽대가까지 이른다. 측액윤 가운데백에셔 약 45。의 작으호 

냐와셔 2번 강라진다. 잔잎들의 엽연에셔 옆액의 수는 28--347~ 이다. C. haiburnen.잉 l8와 얘우 바숫 
하나 비교종은 낳개축. 날개잎. 싼양의 크71 가 작윤것파 촉액의 까쩨치는 특정이 종 불규척한 정어1 



A? -‘J 

셔 구’혈원다‘ 
t-lA l와 홍위. 

cfu 

J히
 

허쉰군 

이 루 ’11 -\1 
안잉의 즉액윌 은 

함/영남도 송，김산핑 ’ 

함갱념 ji 허천군 장형i'!j 장파BJ 휴 

εladophlebis deη tlC μ latα ( ßronli l1 • ) 

(도딴 23 .. 2렁 1 ) 

잎은- 띠모양이다. 너펴는 3cm냐}-씩이다‘ 산잎플은- 날 7H 측과 70-80。의 각을 

으 로 플 야 있 다 ‘ ;싼 싶 뜰 은 l샤 파 감이 생 겼 쓴 뎌1 쯤 은 뾰 쪽 히 • 5L c섭 연 은 마 끈 치 ι} 

은 가운혀1 맥파 45 。의 각으효 샌어 '4-싹 한번 깐라선다 

산 Xl2t 증우f ‘ Â~ 강도 춘강군→ 호하 중강롱， 황히1 북도 송럼 시 녁란，，] 
장팽ï'] 장파 il! .롱 

Cladophlebis Qaib μrηeη818 ( L 

(노딴 2;3 그힘 3, 야) 

표본은 2회새갓 E 약꽉 C녕안 고시.i'!]이다， 표본에셔 잎익 쇠이는 6-7c01야끄 너，，] 중간푸푼 :--1: 

2Ci1l이다 i-2mm의 가운예맥에 껏판은 날개축은 1섯파 50" -- 65。의 각을 이푼뎌 날기i 축윤 ]'1\W시 

하의 T, 7i 횡 가선다， 야기페 옹→iI~ 앞맏풍으로 산 잎이 붕야았다 잎온 대체앙 씬렁이퍼 장은 무딘띤 
이다. 싱이 ξ 6-12mm이 jl. 냐바 J 기-운데부분)는 4~， 5mm이다， 안익 기운대액은 날채축에서 정사 )'.1 

져! 나씩 풍축한 엎쪽냐17] 까자 뻔는다 잎빌퉁근처페서 펴~교 꼭대끼어1 사 가블어신다 잎 E」 측엑은 

잎 i갚풍-:"1.치에서 본각으깅‘ 꼭 C꺼기근처에서는- 예각으로 냐온까 잎꽉대기근처계서‘능 깐 l산 가지렌디， 

C, α 9wilcα싹 애우 "1 숫한 칩이 었으냐 기재하는 옆 영언에서 액의 수가 적 으며 산안샤 01 씌 간 7# 도
좁은에서구렬된다 

싼찌와 충우1. 함경‘강도 허천군 정-파e.i 장파，，]롱， 강월도(남)녕월군 반송통 

et H,) K:iwas ‘ ki 

Ctadophlebi 잉 nebbensis (Brongn.) Nath 

(도딴 23 그럼 2) 

낳개축악 향쪽이l 산앞으} 옹균 및퉁이 거의 맞붙은 날씨잎으로 되여있다 날개축의 복판을 통꾀 

하는 흥출은 뚜랫하다 날채옆은 긴 띠모양이다. 닐캐잎의 략얘기흘 향해 점차 줍야진다 표본의 
걸이는 Gcm야 n 너섭}는 중간애셔 1. 8~2cm이다 잔날채잎뜰 사이는 빽빽하다. 산잎은 약간 우료 구 
분- 션행얀익1 령:가녁은 이 F 하며 거으} 팽팽이 ::::ι 잎은 풍부룹 지냐서 셈차 좁아지며 쯤은 풍룩허거냐 

뚱그스럼허다 날채측이1 서 /，1 의 작각어l 가꺼운 각으로 뺏은 산잎의 가운데액은 꼭대지까지 미치며 

가운예액에서는 약 15" 로 까지치는 측맥이 냐온다. 측액의 수는 산잎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 

얀 보홍 엽연에서 17 7~ 챙도이다 G deπtic ulata와 바솟한점이 많은더1 비피종의 잔잎이 칼날모양 
어 요 풍이 뾰족한에 서 구멸된다。 

산자와 증우1. 황해북도 송립 시 싹 란리 송럼 산흥， 항경 남도 허천 군 장평 리 장파리 흥， 
보녕군 배운사 람표롱 

충청냥도 

Cladophlebis Sp. 
〈도판 23 그링 4) 

표본은 2회 새껏모양겹엽 고샤리잎이다. 마지막 날개축에셔 잔잎은 거의 수적으로 서로 엣불는 

다， 잎은 낫모양언뎌l 끔은 둔하다. 잎의 량엽연은 평행이다. 측액은 잔잎의 가운폐액에서 예Z}~로 

뻗어나온 다음 인차 감랴，，]여 그것들이 다시 갈라진다. 잎멧들이 애우 가놓고 잔잎들이 간격없이 

빼곡하져} 배렬왼것야 특정야다. 잎맥이 갈라지는 행석은 C. asi α t ， a와 비숫하다. 기채하는 종은 

옆액이 성셰하여 잔암이 길죽한것으로 구멸된다 

산지와 종워，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 송럼상흥 



e r i s ( a r tÎ S te r n be~ r 좌 

Spheηopt강 γ1‘시 ni t idlιla(Yok。γama) Ois.hi 

r 도판 21 ，:1-쉰 !. 5) 

표흔윤 까 öl Ã} 으} ‘H 갓묘 6J 건잎이다. 마자약 두번;채의 1갈채엎은- 김저1 놓어난 π1 모약야다 

헤치는 즙쉰 촌야션 r~，‘ 알채얀은 l날쇄죽-에 거와 마주 불으여 우아리}씌 ‘강개잎윤 셔로 가강제 샤r;l 상 

작냐 래로 정상 7) _t;_얀다. 야지약날개업은 셔호 엇룹 2. 04 놓고 길 ?II 늪-아셔 날개축"'1. q()。이성파 넓 

은 각으료닫‘는아 상잎은 뀔’이 풍룩하며 C길풍은 서로， 맞-붕어있다. 맺개의 가는 잎 r객은 난 7~ 축파 

뾰 ~:.?l 으로 1생 는다. 

설체와 종증쭈1. 피성얀북도 섣익주시 와이통 션의주흥. 

Sphenopteri8 sp , 

(도관 2。 그럼 8, 10. 11) 

까자약 날새엽씌 우와 가운례부분이 료존된 표본들이다 앗붕은 산잎플은 가 t엽제 겹치여 불는 

대‘ 잎익 모애은 특헝융 이루며 변두-려는 풍견모양을 01 룬다 싶은 1겸풍만 내에 붙는것이야1--14 밀풍 

까 섣한 흥행 L서 한요셔 21 가붙는r.:i. 영 r꾀은 울기에서 011 각오딛 앵iι} 여i?'1 번 불규척하게 깐，-，1. 진다 

잔갚으1 ，"，익 r. ι 야1 윌-는 행삭，，] S.αIn γ iinae와 "1 숫파냐 71 새하는 표싼 ?1 년 7~ 앞윤‘ 즙 삭다 

섬자없 종우L 핏얀분-도 신익주시 외이훈 감의주휴， ，，~강도 선선군 선전 음 봉천 봉풍 

2) 

(1) 

<:::1 

훌5 &갖 ￥ Mr애앵용흉3월歸MO흉I뿔y’흉‘X 

;청 창 CYCADOPS 
휩ENNETTIT ALES 

Pte T') lJhvllunτ Brong l1. lR24 

Pte rορhviiurn ηα tho γ 8ti Schenk 

(도칸 25 그럼 5‘ 7\ 

강 채 잎 용 펙 E 약 이 다 . 닫 채 잉 익 갈 이 는 알 수 없 으 나 v! HJ 는 40mm떠 다 닐 깨 축 익 마 이 는 야 겨l 

f • 슈 에 서 참 치 이 7~ 냐 는 떠} 야 래 에1 서 1.5mm이 끄 우 에 셔 lmm(;l 아 ? 닐 ;아 측 에 는 기 응 썽 온 산 주 풍 

(엎푸늬)야 나타난다 잉축띄 량옆에 할-은 산잎은 셔단 엇판어 있거나 드쓸체 맞불씨잉 cf. 양들은 

영흥 선쳐1 자 유꾀 응 는다 그L 질 이 는 !.5-<30mm이 끄 너 비는 2 →'3mm이 다 엽 연은 행 생얀 1제 까은여I .'휴 

훈에서 우 !l~ 뒤석픈다 잎팩은 평행이 u~ 선의이 후1 여지는다I '나라 객이 깅j 샤든다 j영헥액은 ‘피'r 1~ 

늘다. 그 수는 산잎에서 4-6개씩 있마 l것은 대-?분 강 f냐지지 많으나 프울제 한 t션 간라지는 경우 

프 있다‘ 끼 종은 1D le ro ρhv//μm aequale짝 비숫하나 81 꼬종외 산잎은 견이의 너비가 프여 잎[즈~은 

매 cm당 3i)，-~ 3r) 7H 썩 이 나 되 여 잎일둥에 서 2차례이 상 상i'}진 다 

산 Ai2~ 품우l ‘ 향해북도 송럼시 색단 2.1 송링산용， 함경념 도 허천군 정 i썽t:' i 

P/e rn phγ IIμ rn η f. bu γρ lC η8e Prynadï 

( 도관 'n 그램 12) 

장과~I 흥 

표본은 잎의 가운페 부분이다. 산잎플은 좁교 두 변두려는 셔료 팽행하며 긴 낫모양으로 우로 

휘여든다. 팍대 71 익 풍은 뾰족한뎌1 비태챙이다 서~ 엣불은 잔잎을은 대와 거익 직각으로 넓은 밀 

풍으흐 r-1j셔닫는더l 아래변두터늠 얘에 드러운다. 잔잎익 나비는 3-.3 .5mm이고 걸이는 '35mm이다. 대 

으} 너펙는 i.S--.2mm 이아 잔암플 사이익 간격은 !mm이상이다. 애개 산잎플은 12개정도의 팽행래들 

을 이훈다 이 종은 산잎블의 생낌이 날개잎으1 위치에 냐랴 싱승1 변한다 기재한 표본은 앞의 가운 

t써부분이라고 수채한잣파 해우 비숫하다， 그려나 잎의 너배가 약간 좁고 잎액의 수가 1~2채 많은 

것이 차이냐표효 럼시근샤총으로 둔다t 한떤 Nil880η! i neαliS9+ 결오양이 "1 숫하지만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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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대자 보다 흉고 잔잎을-사이의 간;격이 행씬 넓은예셔 구별된다 

당ÃI와 훌엌. 합;영남표 해천군 양응평"-1. 량강도 강산군 평화려 룡생풍 

Ptelo센!'Y llulπ S1). 1 

(도환 경 그럼 3 • .'L완 27 그럼 6) 

표용에는 얘려채석 인혼·야 뒤섞여 보-촌파얘었다. 잎은 새깃오양언례 두변두터는 평랭인 띠2..양 

올- 야룬다 i 껄채축의 냐벼는 1. 5mmo ] 따， 날개축에 단절울이 채워셔 표연의 생강은 싼수 없다 71 약 

r잦쏠윤 작임의 걸이는 15mm이고 녀벼는 3.5mm이다 싼잎을샤이의 간격쓴 매우 좁다‘ 잔잎은 옹꾼 너 
버덩， 얘에 붙으며 가볍게 드러운다 잔잎은대와 80.내외의 각을 가지고 우로 종 휘띤셔 i썽행하게 

U렌근다. 잎 I잭윤 î6-2M 인대 갈라지지 앓고 형행한다. 

상자2~ 종염. 자강도 션천군 전천 읍 향성홍 

PteTophyllum sp. '2 

(도판 21 그힐 9) 
표본은 앞으} 가운예 부분이라고 섬작되는 얀혼이다 두 변두 Î!I 쓴 평행이펴 써깃모양이다강 7P' 

촉의 너썩는 1. 5mmo] r+. 펀-판에} 융쑥 헤운 세로 홈이 나 었다. 산잎틀응 해싹 가 적각으로 맞볼거 
L1 "?l ')1 으호 뺑고 I싣흥은 가엽제 드러운다 잔영쪽대거는 섣러운 포양결~ .7}진야 ，j.잎의 결야는 8~-

년m잉。i 고 냐에는 3mm이다. 그얀아I i챙행액익 수는장 양수 없 4. 

~lA않t 총쥐잃 ι Ã~ 강오 초산 군- 띤우려 련우려 통 

An01.μozαmites Schimper , 1870 
Anomo Z'αmites inconstans (Braun‘ ) 

(도판 24 二L힘 1) 

날개잎은 썩 S'. 향 또늠 피칭행。1ι{ ‘ 표본은- 불완션승L 아. 날개잎의 깊。}는 12cm야싹이고 너비 τ 

l" f...--2{、m 이 다 남 7~ 쭉악 1 ... --1 비 는 1. Smm이 나， 웃푸 분어1 켠] 추션 이 있 다 . 갈 채 잎 은 L1 바 와 길 야 의 
"h 등이 서당→ ’껴른 여러개 '!.j 신암으강 간 "'1 Ai 맏개축의 량폭어} 셔3:. 엿불거나 서익 갖뀔→는다‘ 잔 

、상 행혜;는 직각/상;:}헝 !εε 낀 상 2f 깎이며 꼭대기는 우마여 둥글하아? 잔잎띄 결 ül 는 8mm이 j1. 냐 

빽 할 5 ，~~. 7 mm이 펴 날 기i 축 어i 가 삭 수 석 으 로 띔 싹 있 다 . 날 채 축의 아 래 에 서 잔 임 을 운 띨 중- 이 서 호 

@생웠r+‘ ι갖채측의 우셔!셔 산잎쓸은 약;간 P 부러서 휘며 -E- c+ 잎맥은 엽앤피영핵하띠 가자플 치자 

간혹 런풍캠판에서 ;~. '2 렌 강BÎγ 잔띤의 약깨 71 부긍에서 맥약 수는 9-12꺼이다. Pt-

gγ()vÌì. vmιm nat 사ηr 인 l t와 비수판폐 지까 01" 좋은 너비가 감이익 3해~ 삭.살쇄성펴 풋 i?L 

쐐 행추선삭 있쓴례니 닉ι 덩특iι↓ 

HX!폈 핑장쭈’깡 허간1 τ 

ο [J니 

()tηz r1m ’ Lι s s p. 

i 도」간 그김 . 9ì 

18 • 3 

홉 양 으- 포 보 촌 펀 표 은 이 나 잉 은 캉"'11 삼 。! 생 기 있 는 [냐j 풋 쪽 으 효 가 l섭 게 취 역 든 다 LE 풍 은 찬 

쪽 아 보 다 놓 야 선 귀 닷 양 。} 므 료 맏 문 은 ‘i~ 5i 잔 쳐1 석 으 !}- 바 't1 챙 깐 녀 ι 옆 으} 낌 이 는 12J'TilT!야 끄 넉 비 는r 

3mm로 때우 작은 띤이다 앙맥틀은 장 객촌티;'1 월갔으나 밀 J뚱의 쥬섣。11 셔 방사사으딛 낸셔 냐은 

다응- 벨두 81 와 사권까 이미 '1 재된 표한;!~ 5'_약:은 ul .~~차내 특열승1 삭삭‘ 

산 ;;:1 와 증위 샤강도 우-시균 북삿 ri 씻 친 피 온 

OtGZamit2S Sυ2 

( 도 펀 2-(:1 염 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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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은 강 쭉한 띠 9_ 양:을 이 푼 훈암약 얀혼이 4. 암일흉 은 귀 모양이 야 량 7~ 녁 윤 활풍 모양 으로 
가엽 71] 휘연셔 령색으로 뻗"1-가 성차 종야셔 끌쓴 풍←달하 r+. 익의 성이는 3:1mm이 il 너비는 6mm ò ] 

아δ 얀객은 가늘교 띨퉁의 가운마l 셔 땅사싸으호 뻗어 염션까 ι1;;1 다 야 송은 0 1， δ zam.ltes sp. 

와 81 숫짜냐 좀 크 끄 옆 액 이 7f 놓 ι} 

산 Xl2J 횡우1. 황해북도 형산꾼 산성라 봉화산총 

Otozamites sp. 3 

( 도한 21 그-링 10) 

잎은 용게 뻗은 간 좁요양아다. 잎은 점차 좁야져 끌이 날카좁게 뾰족하고 띨둥이 귀포양윷 
이분 4. 앞으1 걸이는 34mmó] .Jl 녁 8] 는 6mm이아. 앞맥은 좀 굵은 현안혜 밀풍악 가운폐에셔 !:IJ샤상 
으-로 끌져1 뻗어 엽 연파 사컨 다. 

산 XI2r 충우1. 자:상도 우시균 북상퍼 봉천봉흥 

θ toz'α mites sp. 4 

( 도판 27 그링 11) 

잎은 아 r뀌챙이띠 판당". :2.양으공L 춰여뜰썼다샅풍은 보혼획지 않았다. 잎익 찍、대기는 ιj 각 -총 
.5:_셔 따 와 갇 δ1 생 겼 다， 옆으} 낄 。 1 는 50mm"] 상야 표 너 썩 는 12mm"j 아. ó] 종은 ot o,za. mit es h‘상αηg" 

chensis와 tll 숫하냐 좀더 코 아， 

싼 Ã12~ 총우1. 형-해북오 팽산군 산성 "1 봉화산홍 

NI LSSONIALES 
Nìlssoni α Brongn. ‘ 1825 

Nilssorμα 。7‘ !e η talis Heer 

(도판 37 그럽 8) 
잎은 우와 아래부분이 연촌외지 않았으니 녕석한 띠모양이고 1곁으료 좁-야져 웅균 벌웅을 가칠 

것으로 보아진마. 잎의 길이는 50mm이상이고 너비는 25mrn야다. 잎은 날개축우-얘 놓여있는빼 엽연은 
좀 거칠제 보얀다까 잎맥은 얘우 가늘고 매 5mm안에，] 12개정도 들어았다. 잎액은 알개촉에서 80. 로 

끌져1 앞을 행:하얘 좀 휘여을지얀 칼라지자 않는다. 

산자와 증위. -"}강도 중강군 장흥리 룡성홍 

Nilssoniα sp. 1 

(도딴 27 그럼 입 
잎으} 엠부분만 보존되여있아. 변두려는 평행이며 앞윷 향해 활응모양:요호 가 t엽제 훤아. 일풍 

이 대이1 불는 형식은 알수 없지만 꽉매가는 붕룩한 편이고 우로 치우쳐 삐죽하다. 잉맥들은 팽행 
。l 고 갈라지지 않요며 얘우 빽빽하다. 쪽잎의 길이는 23rnrn이상이끄 너비는 10rnm야아‘ 잎액의 수는 

297~ 정도이다. 이 종은 Nilssonia comρta와 비슷하다‘ 비교하는 종은 잎의 쪽대기가 보아 날카 

롭다. 

산지와 증우1. 평얀북도 신의주시 션상통 신의주홍 

Nilssonia sp. 2 

( 도판 31 그럼 17) 

표본은 불완션하게 보존된 잎이다. 잎은 날채축우에 불어있요며 넓은 띠모양을 야룬다. 녀 

버는 2cm이다 잎객운 뚜렷한예 lcm얀어1 약 207~ 가 있다 잎매은 날개축파 80。률 이룬다. 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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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Vils8oηtα onεηtαlis파 1> 1 솟하다‘ 지찌하는 꽁은 잎의 엽연서 홉·날모양'019 ~.멧이 성글고 거 
선에샤 깎이난다 

~^1없 뽕뛰- 자장-3i 경;상균 초 ~1 융 현우c "'1 흉 

‘::;YCADAIES 
C tenis Lindley et Hutton , 1834 

C tenis yαrnanα 1' ii Kawasaki 

( 오 j싼 222 f;김 7 ‘ E딴 2f, 그링 6 1 

엎음 새갓 5'，얀으 표 ;갈라진다- 갚룹은 서포 섯흉이있으 "í ‘개바지 '20mm야상의 펴.'i:'..양을 。)툰다. 

량영얀을은 대체:~~"'평행%.' "1 푼 엎잎풍윤축윷따바 야해보드러운t:t， 잎뀔 SF f깐하다. 잎액을은 
애 em램 10개정오효 i쟁‘생으!t:. a영어있는폐 _1::중에샤 싹러번 찰 ill 셔 l울포양을 이룬다， 날개축의 

너 펴 는 Q쑤 익 111m야 마， 

/::1: χ12J 훨힘 참정강 ξ 허쳤균 갱L 쟁 Bl 장파εl 홍 

η18 CIμηeη818 H~ü 

( 5L 싼 ~，:4 .. :L 전 5) 

'it ~~승감- 갚개잎씌 우와 현쪽쑤분이 얹는- 월간깐깐 표봉·이 cí 섬은 ì. mm씩 응하은 래 "j 량쪽에 서 

강풍석있는 κ1 x. (.샤파 산앤으~ 5:1 o~ì ç+ 잔잎윤 꾀갔 산 f강오강야t:J. ν 잔갚껴 낌이는 4.5 간m이 

며 좋산애써 너써자 ].5cm이표 암중강L 긋얘서 ν1 u] 7 1- 2 ,-2. 5cm야 t:.1 ‘ 옹J.- ~섣풍환 ::H.써 풍어있다 

섣액은 텍씩서 1 •::t l .~~- 찬 t산 가'，1 쳐 핑씨 71 꽉윤 엽쉰‘펴 야한다← i썽쩡한 객뜰윤 잔''.I!틀어1 익하여 

간 약#앙양 !1: ι ;! 흉행춰 J 될쉰→ 。 f 푼나 애써 옳→ 717} 츄 7} 윤.11. :1 뚱~형래의 보촌야 붕랑;하므 

!L 근사좋 :f_ 운 r:-} ‘ 

c:! };I 없 음설우1. \'~} 성 냥 도 허 전 꾼 정f 팽 "'1 ;상파，，]풍 

!ι tefμ ,‘’ sp‘ 

( 도판 ?4 _2 컴 ? ~L 딴 25 二X 쉽 1 ) 

표본은 힐-싼션아까 보속펀 l강채잎쪼각 oì r+ ‘ 깨<)~ 냐비는 4m찍이디， 세로방향파 옳무늬로 거칠 

꺼 브인다 자닐은 대와 직각을 아→른여 산옆의 엽연은 "1 끈하거냐 물결모양이나ι 산임의 아래면은 

1섣 뜨갚 야간 구상- ?:1 자는;-현 호행음 야 jF- 띤사 .":.<'1 순다떠응 이1 01] 셔 냐와 익jt잉풍에서 보흥 2--4 

벤 강러셔야 형행 o 효 샘까가 셔표 ~1 결되 ζ터1 진 방 -r- 행‘ 올규작잔 풍정윷 òj 푼다‘ 맥등 일풍에서 

애 cπ‘ l장 6-1 채 0] 고 훗간쓸 앙어서띤 15--167~ 호 않아진다. 

없 흉쓸엠‘ 행정낭오 허전、f 장형，，] 정파"'1 풍 

CAY'T，한심않 

8agenoptens Presl , 1838 

8agen()pteris sp 

( 도한 27 그럼 5) 

표본은 흘갚의 허려부분을 잃은 볼↑싼전한 성이 r:+. 잎의 섣2.양은 긴타원행이고 영풍은 쐐기 

오양얀셰 비대챙야다， 앞으} 갤야는 8cm야고 l.i 비는 3cm이다. 긁은 가운뎌1 맥은 앉으! 우부분에서 

측곽을호 ;갈라껴 회미혜진다‘ 2차액은 가운셰맥에서 부채상5'，양으로 뻗어 이웃파 사귀여 그물모양 

윷 야 푼 4. S. phillipsii와 비 숫한례 가 재하는 표온이 종 =L 아. 

tY ÃI2f 휩위. 자 강도 초산군 초상 융 련무→，，1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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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C\:; Eì, ‘ 

Ginka μinne ‘ 19i5 

DA 

( Bf C>t1gn , ) 

〈도딴 37 '::L";1 n 
잎 의 옐 흉 cl 혈 i'! j 운 표본 역 다 . 엎 응 원 ~영 행 서 jl 긴 았 쪽 저 칠 7↓젤 잣 e, 종 정 석 원 q , 엉 운 짚 

지 않꺼l 져 "Î jl 책 9_ 영:의 4 개으! 산앞 ~l 호손쩍 썩 있 으니 전체효 57~ 획 선양요호 부 채 씩챔 생 71 

였아 가는 암액풍응 윷씩 잘랴자연셔 평행하셔i 썼는 εt. 양의 높이는 5rffi정도여다. 
산 ;\1 없 흉흥웹 • 끽i 강 3~ 충장~~ 행격한 Bl 풍성 룡 

c;1ηκgα ηfμttα?μ ernb) Heer 

(오딴 30 그링 11) 

표혼용 싼영이 ’채;깐 't종썩'4았으 칸채 S느녁한 4-- ，5개얘 쪽잊을 ;'l 셔죄 'r .s:.양윷 때훈/삭 
으호 보아진야 양은 검셰 책져 쩍호ι 깎 당땅보강잉 학잎으호 되여았다 ηjS *영훤팩 L'1 야 
가장 넓고 팍얘지는 흥긍양나 가볍체 S~~ 획 ι 이악 81 는‘ 8-" 10m잉야다 1강 g갱쉴은← 1 --- 2 \:않 :{}양 
"'1 는여1 가장 싫은잣(서l 사는 20'p'에외야다 표분섹시 혹잎의 수， 영흥야 。1 차 엽쪽걱악 경 
는 아척 양수 없 t까. 

~^I없 종획 qq. 강 ~ -~ .t~i i:: -st- 총，영 흥 

d ι 1 epidα Heer 

〈도딴 :30 -=경 8) 

잎쪽자지 짧작 헬-손획~었 4 텅 FF-션 싫 씌!자 'L 상야까‘ 잎응 ~-1 응쇄 생싼오강- 쉽형사 

잎쭉 "'1 영-긍 77~ 저 깊이 찍까역 다음 좀 암체 찌/샤 15 711 씩 산잎쓸 이훈다‘ 산았강 씨}펙 r 좋‘gι;쌓았다! 

우-.~ 가연/싱 집사 강아자 v사 융서 충 =L스 i성하:01" 신앞등으} 결야는 :30-3Smm이 ~5 아야 t: 2-4썽R‘시 

아. 신잎길"은 3--6 책펴 i장 ß] 찌윷 。}훈냐. 표은은 잔잎핵 야벼 7↓ 좀 차으으로 근/샤흉 iζ 댄? 눈 

￠ζ~A!앓 훌흥우i- 차강도 초ï!. 흉상 ç-1 련우 2i 홍 

‘;dn싸ζο s ib {~'ri ，c α r 

( 떤 그 최 3" j:-싼 28 !. 5 s:.욕J: 2딩 ]“양 

9 . .)- 안 ~텅 3 ‘ L 6, 7 ‘ lP) 

잎틀윤 ::1 까〈 낀잎쓸퍼 수! 잎으{ 허 냐는 정 S_ 등폐써 차치가 섬짜다， ~l유 냥 S'.깐성 

이략 긴 약쪽지을 자잔，，]-. 표폼i쓸씩 쿄지균 인정하셔 않다. 용션한것응 강이 7f- Scm야피 샤바샤 

이다. 잔영을은 쩌응-얘 잎영표서까/~l 갚석 ;채저 까 J휴훈으‘효 갈략끼고 다시 보다 얀책 쐐 Ã:1 4 꺼} 

잔잎을 。}운다. 그;↑싸 r+ 른 표본뜰에셔는 J싼앞칙 수가 보다 않략 τ 셀액응 ~)임똥‘께서 깡 B-} 상 

령 ß]εL호 뻗다가 꽁어i 샤 다사 E 여펀-따 잔갚윷-응 띔퉁파 쭉대 71 효 가연/녁 전집 좋야져-능해 향끼tο 

셔 L1 11 1 가 제양 :깅 17+. 약 증은? 잉 i nkgo 1 e pidα약 tlì 풋하다 버교하는 장〉은 "n 채 잔치이 영‘ C싫약 씩 

지고 잔잎들의 수가 더 많야선약， 

산χ|잃 종힘 Ã~ 강‘도 초산군 룡상8-1 

l생 Bl， 량강L 뽕서굽 우~è-ì 홍성꽁 

떤 3L 랴롱， 천잔균 쳤천월 량창í ， 한경양도 처천한 。

" •1 

은행의 

Ginkgo cf ‘ sibi rica Heet 

(그힘 26 그7힐 2) 

잎효 Jf-책장R.양ξL호 71 악 얀윈형윤 。l 훈다. 잎 -낳 아 는 l1cm"l 표 너 바 근 9cm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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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은 6개의 쪽잎요효 갈라지는례 북관에서는 쩌앨 깊게 째지썩 착우.，풍옆쪽잎은 보다 얄찌 째졌다J 

쪽잎외 쯤은 둔한 원행율 이훈다‘ 엎쭉지는 2mm의 화-지플 가선다. 잎액윤 잎꼭지 상단에서 나와 쪽e 

잎에서 평 행우쿄， 뺑야 잎의 꽉애거까셔 뻗는마 잎꼭지상단에셔 좀 꽃라옹 다융 1~2번갈라신다: 패 

쪽잎마다 0--10711 약 팩식 았다. 야총은 선형'3:j ~l G‘ sibirica와 경요양이 B] 숫하냐 ö] 교하눈 종보 

ι} 훨씬 크며 얀원 "'å 01 야닌택서 차아난냐. G. lepida외 è1]슷하지안 llj j표종핵 장쓴잎블은 모두 깊이 

째차고 엎객의 수가 지찌하는 종보다 정 ri. 

중툴우i. 핑 상 λ1 셔성 구·띤 갑북싼 , 애 성 액성상， 참경념도- 하션꾼 상 i썽 "ì 상1';4랴홍 

Ginkgo sp. 

(도한 3。 그링 9) 

잎응 j부채모양-으ζ 생셨다설약섣 각은 120 。내외이아. 크치는 체일 큰섯이 높이가 25mm이고 
너벼가 35mm이다. 잎용은 깊거i 흑운 양거1 ·여셔 4 채의 촉잎윷 01 푼;;:+. 잎욕，，]는 짧져l 나라났다. 쪽 
앞 g- ;，산 ，，+원 행 윷 이 푼 다 끔 은 옹. :'1 렇 뎌 업 턱 중 갔 에 서 체 일 넓 냐 꽤 쪽- 잎 에 는 3---5 개 의 :영 행 

j즈호 H샘은 자는 앞책이 있다. G. fα찌 poleκ8i.‘ s와 비숫한 선야 5Ù?-나 쪽엎띄 생칩써가 ι} 표r:1-. 

HÃI와 종합‘ 자 섣 또 초산군 룡성~ 131 현우려 흉 

i t e s Se ViTa r.d 1919> e me nd F 1 0 r i n., 1936 

Gt ηkgrJ ι t es' 1 α ruι81 (E. Lebedev) κrassilov 

(도판 29 _2 힘 3 ‘ Ei 딴 30 .:1힘 ~\ ) 

잎은 팍자가 보존되지 않았다. 잉 1깊풍이 이후는 각윤 120 。이!껴‘ 잎윤 푸치15'_ 양야r:.t ‘ 앞으7f) 

90mmol .11 냐세는 47fom이다 잎은 처음얘 가운쩌서 깊찌 째자 lL 약시 한볕 짧쩌 찌!ì ，~;1 새의 협;싫 

융 。 1 륜 r+. nlj ~학잎을응 길즉한 라원행융 야푼다; 픽 "H 치는 잎이 잘려운 .2.양이다， 잎은 맏풍확 확 

대 715:. 71 떤서 서셔승{ 좋야신다. 너비는 4-‘’ 6mm이다‘ 잎맥의 수능 6--9 캐서 01 잎용야 째자는 챙당 

써석 갚라전 ι↓ 아 종-2;- Gi nkfiu ht• tto n! 요} 에숫차다 i 써값상능 똥윤 잎팩석 ξç+ 펙펙하"+. 

t1 X!없 옳원， 평 안북도 신의 주시 ~L'O.흥 신씌주흉 

않으} 

δ..:.Y-_ 01 2. 
• • 

-)CI깅이 다 

거 .7f 석고 

Gι nkfiodium Yokoyama , 1839 

μ rn s p ( e f . G, η 1l horsti) 

(iL현 37 _2 립 2 ) 

분윤 보손씌치 않았으ι 생깅써는 거우-허 서11 -fr- ~f 얄.2.양파 비슷하아 잎쯤윤 2 개 
신냐 L섣풍은 쉽-아지역j 서 짧듬 잎꼭쳐릎 자전;:-.;. 잎 g~ 강。i 는 4.3cm이고 너비는 

깊팩은 잎 1깊야}서 적려개 뻔서있는어! 둥썩갈라션카 G αath σ Tstt와 。II 우 13 1 숫한여l 크 
앙홍^]가 짧응에샤 차 0] 낸 l내‘ 

홈합. )，}장표， 종강균 오수려 룡생홍 

Baierα Braun. ì~‘ 43. emend F!o!'‘ í n, 1936 
Rα!erα conc ι nna (Hee rJ Kawasaki 

(도 1싼 3。 그럼 12) 

잎은 반원행익 부체모양이다‘ 잎꼭지는 너비가 lmm아고 길이가 lOmm이다. 잎은 몇풍까저 좌우 
"~챙되거l 룰로 갈랴 "'1 며 다사 2-'3번 갈라셔 마지악쪽잎은 16캐에 달한다. 잎 l길퉁이 벨러진각은 
18η 。 이 다， 쪽옆플의 너 "'1 는 2mm이 다- 우변두리 는 l쟁 챙 핸다 학엎들의 꼭얘기는 원형 야 다‘ 애 폭잎 
틀은 2--3개의 뚜렷한 잉맥을 자신다. 

상 Ã12~ 훌위. 향캉오 풍서군 우 ~_~l 룡-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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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era gracilis Bunbury. 

(도판 '28 그쉽 7. 도판 29 그힘 1) 

잎윤부채모양이아. 량끝변우려가 이후능 각은 90。이다. 잎밍둥은 뾰족한 쐐 71 모양쓸 야후는예 

여 71 에 가는 엎욕 ""1 가 불어있다. 잎윤 처음에 잎일풍부근까지 야치는 깊은 충간홉에 의하여 컬반 

오호 갈라저i!. 아시 '2 -3앤· 칼라셔 9채의 쪽잎융 이룬다- 줄모양의 쪽잎익 길이는 40mm이고 너비는 

3mm내외이다. 폭잎이 셰앨 넓은곳은 종갚얀떼 우로 가연셔 접캠 좁아지여 쭉얘거에 가셔 퉁그스렴 

해선다. 잎액은 가늘고 생근-예 5-6개이다， 

산 XI와 좀위. 자강도 션천군 전천단쌍 룡성흥， 초산군 룡상리 연우타l 흉‘ 

Bai era ëf. gracilis Bunbury 

(도판 26 그힘 1. 5. 6. 도판 28 그링 1. 5) 
잎은 부채모양이 다. 일퉁이 이후는 각은 80。내외이 바. 잎꼭지는 보존되지 않았다. 잎은 처음 

에 중간에서 깊이 계져 절반요로 갈라지며 아시 한두벤 째져 5-7개의 쪽잎울 이운아‘ 줄모양올 

가전 쪽잎의 갈이는 40mm이상이고 녀비는 5-6mm어야. 쭉엉이 가장 넓윤풋용 중간부분이다. 팍대지 

는 뾰족하거냐 풍그스렴하다. 잎액은 가능에 얘쪽잎에 5-7개가 있다. 

산지와 충우1. 자강도 초산군 룡상려 룡생홈， 황해북도 송럼시 삭란려 송립싼흉. 남 :iL시 천려 

o}구역 대보산 대보산홍 

Sphenobaiera Flori n‘ 1936 

Sphenob aie rα longijolia (Pomelì Florin 

(도완 26 그립 4) 

잎운 긴 쐐기행이다. 잎윤 절반푸훈으호 갚이 째지고 아셔 향옆의 쪽잎들이 보다 얄게 쩌져 4 

개의 쪽엎요호 되였마. 쪽잎의 너비는 각야하냐 보흉 4-6mm쟁도이다. 가장자리는 미끈하아， 잎액 

은 밀등에셔 부채살오양으로 냐와 엽연파 팽행하껴l 뻗는아. 팍얘기에 모안 맥폴은 한풋에 요인아. 

매 쪽잎의 너비에 따라 마르다. 액은 대체로 4-6개야다. 

산ÃI와홍우1. 함경납도 허천군 장i챔i1-1 장파리홍 

Czekaπowskia Heer , 1876 
CzekaπoW8kia rigida Heer 

(도판 22 그럼 5. 도완 30 그림 2) 
잎들은 자는 줄모양。l 아. 앙밀풍에셔 우호 가연셔 뾰족작으로 한두번 칼라져 107~ 야 상되는것 도 

있다. 잎을운 일으호 모얘플어 풍글체 생긴 은행의 짧은 가지에 촉생한다. 잎의 옆연은 며끈하고 

팽행이다. 잎의 킬이는 100mm이고 너비는 1-1. 5mm이다. 너바는 일둥에셔 좀 좁아진아. 몇개의 표 

본에셔는 가운뎌l 액이 있￡냐 언제냐 보훈되는것이 야니아 . Cz. setacea와 비솟하냐 너비가 작운 
예l 셔 차。l 냥다. 

산지와 훌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와이통 신의주홈， 자강도 초산군 룡상려， 련우리흥， 젠천군 
천천 융， 중창군 장흥리 룡성 룡 

Czekanow8kia setaceo Heer 

(도판 22 그럼 4. í.판 28 그램 2. 도판 3。 그럼 1) 

줄모양의 가는 잎은 밀으효 모여을어 퉁근운행의 짧올가지에 숙생한마. 전천지구의 표본은 일 
퉁이 보종되지 않았요냐 잎물이 모여드는것으로 보야 훌럼없이 짧은가지에 속생활것이아. 우효 올 
라가연셔 칼라져 여려개의 잎을 만든다. 잎의 너비는 1111111"1 만이아. 엽연운 0] 끈하다 Cz. rigν 

da와 칼마는 연구자도 있으나 표펴세표에 서 차야난다. 



신 ÄI와 홍우1. 자강도 초산군 룡상려， 련우려 련우려롱， 전천군 전천읍 룡성홍 

Phoenic opsis Hee r , 1876 
Phoenicopsis aπgustifolia Heer 

(오딴 28 그렴 8, 도판 29 그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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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윤 좁운 α1_5'_양。l 아. 잎은 6개 내외로 보종되여있아. 잎둘윤 쐐지요양3호 밑~로 모여윤 
-+. 표본윤 영의 꼭해 71 가 보촌되지 옷하여 용천한 길이흘 알수 없아. 잎의 녁 111 는 3 -5mm이고 걸 
이는 7mffi야상이다， 잎윤 밀풍요로가연셔 좁야져셔 1-2mm효 된다‘ 잎액은 밀퉁근처에셔 칼라자여 
서로 i영행하꺼l 뻗고 잎의 너 III 가 제일 넓윤떼셔 6-7 채야아. 

t:!' ÄI와 훌위. 자강도 초산군 련무려 련우려롱， 향강도 풍셔군 우표려 룡성통 

Phoεnicopsis speciosa Heer 
(도판 29 그립 4. 6, 10. 도판 37 그립 1. 3. 5) 

잎윤 좁윤 떠오양이다. 너비와 길이는 각이한례 걸이는 16-26cm이고 너비는 2- lOmm아다. 도 

완 28 그럼 4의 .il.봉은 일풍이 짧응 아 ;<1 우에 넓윤 각요호 뻗용 잎들파 잎의 중간부품야라고 짐작 

되는 거꾸효 놓인 인혼이 있마. 잎윤 흥그란 짧은 아지우에 숙생함다. 엎녀벼는 밀풍에서 1-2mm안 

에 우호 가연서 점검 넓에쳐 8mm야장에 달한아. 

잎때윤 잎띨둥에셔 칼라져 팽행하게 뺑는여I1 3채 냐라난 4. 명행액사아의 ‘사。l 액》운 냐하냐지 

않는다. 밑둥이 보흔펀 임의 잎액수는 웃부폼에셔 10채쟁도이다. ￡판 29 ~럼 10개의 요본용 질 

이자 보다 걸고 앞액수가 17개야 아. 야 종용 Phoenicopsís angustifolia와 비슷한접이 었으냐 엎 

의 어 >l17~ 크고 잎액의 수가 않윤떼셔 구옐펀다. 

산J\I와 흥위. 자강도 초산군 련우려 련우려룡， 함경남도 해천군 장팽히 장파려흉， 량강￡ 훌 

셔군 우.~려 룡성룡 

(13) 송백 강 CONIFEROPSIDA 
Podozamit ace ae 

Podozamites A. B Braun.1843J 
Podozamites aη.gustijoltus (Eichw.) Heer 

(도판 22 그럽 8, 도판 32 그램 2) 
표본운 가는 대에 라성장요로 배렬된 좁운 잎률을 가지고있다. 잎의 길이는 30-40mm이고 내 

ll] 는 23mm 내외이 다. 잎의 모양윤 피 침형이고 확대기와 멀둥으로 가연셔 좁야지는메 밀풍에셔는 

급히 좁아져 아래호 드려우는 습성을 가진다. 잎액윤 3mm 녀벼의 좁운 잎에셔 7개의 팽행액 01 앨 
는다. 

산지와 훌위. 평안복도 신의주시 백호흥신의주홍，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려홍 

Podozamítes lanceolatus (L. et H.) Braun 

( 도판 31 그링 15. 도딴 32 그럼 1. 10. 도판 33 그립 1. .i.판 
34 그링 6. 도완 38 그링 5) 

표본윤 여러채 수집되였아. 잎윤 얘각요호 가는 훌71 애 라션상￡로 불어 있아. 잎의 생낌새는 

긴 버흩앞모양이다. 볕풍운 좁아지고 물용 웅륙한 현이다. 잎의 녀배가 가장 를풋용 밑풍에 가까운 

꿋이마. 업지액운 없고 잎의 얼풍에셔 부채살모양으로 냐온 액률이 영행으효 벌다가 욕대기에셔 다 

시 모여든다. 잎의 길이는 4-5cm이고 녀버는 lcm내외이마. 잎액의 수는 12-17개이다. 이 종얘 

대한 채녕용 매우 없다. 그려냐 껴채한 표본률은 잎의 모양이 픽칭형이여 밀퉁가까이에셔 가장 넓 l 

고 쪽대 71 가 .!f.족하야. 잎야 흩앞으호 냐하날 때 Phoeπicopsis tatior의 잎파 가려보기 힘률다. 
Fergaπiella와 비슷한떼 이 숙의 륙징은 잎액이 엽연파 샤귀으로 쉽게 구벌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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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I 9.J 종암， 팽얀북도 선익주시 액초 5r 신악수흠. 자강도 초산군 련우 ~I 련우 ?I 홍. 함갱냥도 

씌천 ，1: 정굉，， 1 장파 ~I 핑， 삼경북또 온성 kf 향딩 el 서1 션폼 

Pinaceae 

PityO ph y lL μ m. N:i thor’ st ‘ 1897 

Pityophy !l um lonr;i{oliμrn Nathorst ‘ 

(도관 24 _:1'김 n 
잎은 가늘 i1 떠 잎처랭 낀 울 E 약 또는 띠 모양이 다. 잉 밀둥파 꼭내 71 는” 좁ïL 

넓다. 잎끽 풍간융.~l 나는~ 차냐의 잎객은 T, lL (r)‘}~ imm) 뚜렷하다. 가운례맥의 

각융 야루는 산수룹이 옆 t객처럼 F픔잠혀 있다 

가운예 부분야 

좌우에는 二L와 적 

잎의 깐이는‘ 5--..'" 12cm이교 니닝l 는 가장 넓은 꽉싼에서 6-11mm이다. 보존썩능 정우에 흔싹 닫 

은 상태호 있는것은 꺼의 없 JI 활등사법 펙여셔있 σt. Pityophyllum nordenskìoldi와 비슷차냐 지찌 

하는 승-야 길이와 1개비가 cL .,J 닝I..ïL 하는 종」이 가운데액이 !L옥한 표창속에 빼져풍써자 있는것아 

다르;다 rα f! ntoptμ (lS 으{ 설부 풍뜰파 도 비 승한례 휴히 ?, txxrη“fα와 까랴호 71 힘 쓸 다. 바 j표하는 

장 이 잎 uJl 파 71 쩌 :!;f 는 종 아 산 F 릉 을 구- 분 팩 ~t.. 야 야 한 q ‘ 

f남 Xl2J t증우1. 합 성 l강요 허천 꾼 상 ι성 21 씨} 파리풍 

Pityo phyll μm norde ηskioldl 냥eer 

(1f 한 32 그럼 8 , 도싼 34 ~L ièds , ."L 38 그 f깅 l ) 

잎은 가놓고 낀 응모양이다- 잎각 당은7 좀 푸 c.] .iL 일풍에서 ;ξ아i! q ‘ 잎의 길이는 4---7cm O j 괴 

샤펴는 5mm석까. 복싼에 비교적 좁은( O ， 5cml 가운터1 객아 뻗어잉냐. 엽쉰은 매끈차펴 꺼의 형생하체 
뺑r.+71. 앞일풍、이1 가서 뀔은 풍갈하다‘ 궐 l:_B 은 앓고 가운뎌1 액파 석각으등 이 푼 잔주릉도 7-j의 냐랴나 

치 않는-r.+. 앞으F 셔 근 극히 짧다 ~-히 싼등사쉽 씬 상 f~ 로 보슨 3단다 ι 

r:: 
-'-

H처오} 뚫우 역경안북도 신(격수 λi 랫도~용~싱씌수풍 샤강도 전천 -it 

허깐 ';t:상펑 ι1 장파꾀 땅， 

Nathors t, 

l PitYOST.ιermum so. 

(도판 31 ~1ι 립 i) 

1897 ‘ 

선전읍 응-천봉 흥， 양경낭 

표온 은 닭 C날_2.양띄 송 X↓씌 -:1:샅이 영상되여 시파룹 이룬다‘ 종，，]-의 길이가 5. :)mm이 -'1 너벼는 

4mm이냐. 날채는 거구호선 닭알요양인더1 풍은 oi 려강래로 쩨졌다. 아만 총자의 간 변두리부분이 

연정펀 날개부분안 마끈하다. 날개의 높이는 18mm이고 너 t11 는 1.6mm이약 

산 ÃI 2J- 종위. 황해북도 형산균 산성 "'1 봉화산풍. 

Pityospermum sp_ 

(도판 31 그임 13) 

2 

표본은 종져악 껑젤이 연장되여 긴라원형 s 로 생긴 시파의 날개이아. 시파의 날개는 ~1 대칭이 
며 종자는 한쪽구석에 치우쳐있다. 날개의 길이는 18mm이고 너비는 lOmrn이다. 종자의 크기는 대혜 
로 3 X5mm이아. 날개의 안쪽(배)가장자리는 비교적 공고 밖의 엽연 (응)은 촬응모양으로 휘여 ;'(1 연 
서 변우려가 우불구불하다. 날개는 종자의 ‘길퉁까지 강싸주고있요며 종자흘 중심으로 부채살모양으 
호 우늬 가 냐있다. Pityo8permum cra8siliquerum의 시파와 비숫하다. 특허 부채설모양의 푸늬는 

비슷한례 겉모양에서 밀둥이 응룩한것이 비교종의 록정이아. 기채한 종파 갈은 표본은 야직 알려지 
지 않앓다. 



산지와 홍위. 량강도 풍셔군 상려 룡성흥. 

Pityostrobus Nathorst. 1899 

Pityo‘fJtrobus sp. 1 
(도판 3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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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윤 솔방율화석이다. 솔방울의 높이는 보좀장 찰 알수 없으냐 1. 5cm로 정작되며 녀비는 
1. 2cm이다. 닭알모양울 한 솔방옳의 표면얘는 렌팬이 라션상으로 배치되여 기와창모양으로 겹쳐불 
는다. 런팬윤 좀 째그려진 룡형이며 표연에는 현생하는 솔방울과 칼운 방사상으로 가는 률이 옐어 
있마. PityolJtrobus gussevii와 배슷하냐 비교종이 훨씬 픈것이 다료다. 
산지와 홍위. 자강도 우시군 북상리 봉천봉롱. 

Pityostrobus sp. 2 

(도싼 31 그립 12) 

표본윤 세로방향으로 짜캐진 솔방옳화석이다. 솔방옳용 닮알모양언예 높이는 15mm이고 너 111 는 
9mm이 다. 밀풍윤 풍룩한례 쪽대기는 풍굴것￡효 짐작된아. 런현률윤 꿇용 중축우에 약 35。로 매우 
홈홈히 지와장파 갈이 겹 쳐 -불어있다. 런현의 길이는 3mm 이상이다. 현채짜지 이와 갈이 작윤 솔 
방윷윤 알려지지 않았다. 뎌우겨 세로 방향의 자륨연~호 냐타난것운 드물마. 그러냐 71 채하는 표 
본이 솔방울이라는것윤 의심할바 없아. 

산지와 츰위. 자강도 초산궁 창호려 련우리 롱. 

Pítyolepis Nathorst , 1897. 

Pityolepis? ovatu8 Toyama et Ois.hi 

(도판 31 그럼 3) 
표본윤 훌로 보좀된 솔방울의 과런화석이라고 집작된다. 모양운 긴 닭알모양안례 우끝윤 풍륙 

하고 밀옹 종 좁아졌다. 크71 는 1. 2XO.7cm이다. 표연윤 가운례 부훈이 좀 도드라지고 밀풍에셔 방 
사상으로 가는 풀우늬가 뻗는다. 특히 파련의 복판에 세로방향의 뚜렷한 풀이 나타난다. 중국 내 
용고에셔 찾용갯과 본질상 차이가 없마. 

산지와 종워.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려홍， 

Pí:πu8 Linne. 1753. 
Píπus sp. 

(도판 31 그링 1) 

표본윤 활퉁모양요로 가볍게 훤 비대청적인 긴 라원형의 시파화석이다. 길이는 3mm이고 너비 
는 3mm야마. 종자는 닭알모양이다. 종자는 시과의 아래부분에 불어있는례 길이는 3mm이고 너비는 

2.5mm이다. 

산지와 훌위. 황혜북도 평산군 산성려 봉화산홍. 

Abies Millie.r. 1754. 

Abíes sp. 

(도판 31 그림 11) 

표본윤 훈비냐우의 옐어진 솔방울안에 있댄 종련이다. 종렌의 높이는 22mm이고 너비는 30mm이 

다‘ 종련은 부채모양언례 밀퉁윤 쐐기모양이여 짧은 발을 가진다. 쐐기모양의 두 연두려가 이루는 
각윤 90。남짓하다. 밀둥에셔 방사상으로 자는 줄이 무수허 헬어있마. 지금 살고 있는 붐비냐우의 

종련윤 녁 벼보아 높이가 크다. 거 채하는 총련의 솔방울옹 .::11 금 사는것보다 컸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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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지와 종위. 황혜북도 평산군 산성 B] 봉화산홍. 

Carpolithes Schlotheim, 1820 
Carpolithes cinctus Nathorst 

(도판 31 그림 5, 6. 7, 9) 
결보기에는 닭알파 칼이 생긴 종자화석이다. 혼허 도드라진것이 화석으호 냐하난다. 종자는 

우쪽융 맞붙여주는 매우 좁은 혼솥호 둘러싸얀다. 우끌융 셔서히 좁아져 뾰족하고 일은 둥실하아. 
표본운 "1 끈하거냐 때효 가는 줄우늬가 세로방향으호 냐하냐있다. 어땐 경우에는 표연에 단질물질 
의 앓은 약이 씌워져있략. 종자의 길이는 7~9mm이고 녁 131 는 5-7mm이아. 드율제 좀 푼것도 었다. 
이 총자화썩은 윤행의 잎파 갈윤풋에셔 냥다고하여 Ginkgo sibirica의 종자라고 보았으냐 Âl 금은 
송백 류의 종자화색 으호 보고있 다‘ 

산지와 종우1. 자강도 중강군 오수리 용성홍， 초산군 현우려 련우려홍， 량강도 풍셔군 우포i!-j 
룡성흉. 

Carpolitn.e s heeri Turutanova- Ketova 

(요딴 31 그랩 8) 

야 종윤 수십채의 표본에 의혜 설정되였다i 종자화석윤 겸모양야 닭알쳐렴 생기였아‘ 
‘질이는 5mm이고 하한부에셔 너 ll] 는 3.5mm이다. 종자는 불혹하체 오드라져있아. 우쭉으로 
를아져 끌옹 뾰혹하며 벌용 풍설하약. 종자의 우려에는 두쪽올 맞불안 아주 좁은 혼솥이 

짜왜 요연용 란화률켈 01 옛겨워 광택융 7~진Pl-. 
산지와 훌휘， 자창오 충강군 요수려， 전청군 전천 융， 초산궁 련우려 용성홍 

Carpolithes karatavicus Tur-Keto 

(도완 31 그럼 10) 

종자의 

셔셔허 

었다. 종 

종자는 가용얘 후봄이 7~볍게 도드라지고 키가 좀 낯은 닭알모양야아. 잎옹 욕대기방향으호 7t 

볍게 좁야지여 멀용 풍륙하게 생 71 였다. 잎의 길야는 9mm이고 녀벼는 8mm야마t 종자의 까운예부폼 
이 가장 넓아 . Car p,olithes ciπctus와의 차이캠윤 종자가 보다 퉁굴한것이다. 
산XI와 훌위. 착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려홍 

Podocarpaceae (?) 

Elatocl adus Halle , 1913 
Elatocladus coπstricta (FeistmanteV Oishi 

(도판 31 그링 16) 
률치의 녀배는 lmm이상이다. 잎용 긴 줄모양이고 률~로 가연셔 셔셔히 좁야쳐 뾰쭉혜진아. 잎 

용 홈 성플채 배렬펀젓야 혹징이냐. 잎의 길이는 13mm이고 녀버는 1. 5mm쟁도이다. 일용 혹얘 약간 

놀어져 훌는다. 함채의 가용떼액이 뚜렷하계 냐하냐 있마. 처옴얘 이 종용 Cycadite8 constricta 

효 7) 채하였으나 잎이 라션상으로 배렬되여았으요로 송백휴로 보제 되였마. 

산지와 훌휘. 자강포 초산군 련우려 련우려홍. 

Elatoc 1 adu8 πaπch'lirica (Yok.) Yabe 

(도판 32 그럼 3. 4. 6. 도판 33 그럼 2. 10. 11) 
보흔。l 좋온 여려채의 표본요로 셜쟁되였다. 표본온 가지의 가움에부훈안떼 야지익 줍기는 4 

빼쟁도이마. 야치의 우려훌 따라 라션모양요로 잎률아 불어있아. 잎용 피청형이마. 아래호 E 려움 

잎멀용용 밖 . ....2.효 세계 굴어률었다l!.족함 쭉대기는 아시 우호 휘여툴다. 잎의 낄 이는 12mm이고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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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201m야다. 뚜렷한 가운례액율 가지여 잎팍지는 확효 가지지 않는다. 

산 XI와 훌위. 자강도 초삼균 련우려 련우려롱， 전천군 싼천읍 흉생흥， 함경납￡ 허천군 양용 
i영퍼 , 량강도 풍셔균 상려 룡성롱 

Elatocladu8 sp. 

(도판 32 그링 5) 

좁윤 가지의 우려툴 따라 잎이 라성오양￡호 훌에었다. 잎의 질이는 2뼈아장이교 녀>11 는 2mm 
정도야 다- 잎모양윤 피 침형이 다. 아지와는 50---70。의 각융 이훈다‘ 일풍용 아래로 드려우며 욕얘 

기는 우효 휘여든하. 매개 잎은 쭈렷한 가운예액훌 가정아. 야 종용 Elatocladus submaπchurica 
와 바슷하지만 잎의 길이와 녀비가 작용례셔 구별된다. 

산ÃI와 흉위. 랭:강도 풍셔균 상려 흉생흥. 

Cupresaceae 

Cyparissidium Heer, 1873. 

Cypa'fÍssidium sp. 

(쪼싼 32 :l.웹 9. 도했 33 ::L링 9. 도환 34 그힘 2. 9. 10) 

아 종용 얘려채의 .R.불얘 찍하여 셜，정혜였다.:1눌 il 잭~ 엇붕애았는 ll~강야지자 보좀혜얘었 

아. 야찌우얘는 작윤 있툴아 벼놓오양요효 η! 혐불어 있다‘ 앞용 긴 용형올 야훈다. 표연어l 늪 。}푸 
련 우닉도 없다. 앞 쪽대가는 홈 뾰쭉하다. 

표본용 Cypari ssidíμm gracile 와 Cyparissídium(?) japoπic짜η1 동파 폐우 a] 숫하다. 

산지와 홉위. 자강도 챔천군 전천 융 봉천봉홍， 

Frenelopsis Schenk. 1896 
Freηelopsiscf. parceramosa Fontaine 

(도완 33 그램 4. 도판 34 그럼 11. 12.) 
.R.흩온 가지의 길 아가 5.5cmoJ 상 보종되여 었다. 가지와 어 비는 5-5.5mm이 다. 요연에는 세로 

뺑은 가는 줄야 뚜렷이 냐타냐는떼 그 수는 201>> 내외이다. 마뎌샤이의 잎은 혼적만 냐라난다 01 
종윤 F. hohenegge ri 와 al 슷한예 벼교종-용，걸어와 쭉야 좀 작야 마디에 불용 잎윷 보지웃하여 

근사총￡로 설정한아. 

산지와 충우1. 황혜남도 쩌령굽 급산 한봉산롱. 황혜용도 i생산군 산생 ;;1 봉화산롱， 

Araucariaceae 
Braehyphyllum Brongniart , 1828 

Brachyph.yllum japonicum (Yokoyama.) Oishi. 

(도판 32 그림 7) 
표본윤 아지훌 많이 천 싹들이다. 엄지까지로 부러 옆가지둘야 예각윷 야후여 엇불어 었다. 아 

지롤의 굵 7J률 보연 업지가지가 2mm이고 엎가지가 1mm 마얀이다. 마지막가지의 길이는 2 띠n훌 녕 

지 않g며 우로 휘여드는 습성을 가지고있아， 잎윤 바늘모양으호 아지룰에 눌러붕에 았마. 잎의 모 

양윤 상각행언에 뾰족한 률은 우호 휘여률기도 한다. 이 종은 Cyparíssidium japonícum Heer 와 

가려보기 힘들고 현생하는 Dacrydium파 애우 버슷하다. 이 화석식옳윤 야칙 옐애가 알혀지지 않 

。l 훈류위치가 똑똑하저 옷하아. 

우러 나라에서는 유라기상셰이후시거의 지총에셔만 나는것￡로 주옥된마. 

산지와 홍우L 자캉도 션천군 전천 홉 봉천봉룡; 초산군 련우려 현우려롱， 황혜낭도 계령군 신 
환포려 한봉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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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yrphyllum ningshieπsis Chow et Tsao 

(.，Í..판 33 그럼 7. 도싼 34 그럼 3) 

송액의 가지늪 놓 ;;1 여 납작하마. 내1'11 논 6- lOmm야고 걸야는 5-12.5cm이다. 

잎융 넓용 닝l 놓쪼양:인녀l 하래모양으;효 가자에 훌어 있 q. 잎윤 가지의 꿇겨얘 따라 크71 가 다른 

예 거의 가지의 줄혀l 흩 절반야상 갑싸고있 r+. 풍야 뾰족한 잎의 쪽때가 7} 이루는 각윤 140 。내외이 

아. 이 부붐만야 보다 우에 놓여는 잎의 일둥윷 엽고있 q. 잎에는 세로- 방챙;요호 난 줄우늬 가 있는 

뎌l 이것둘은 잎악 ..ll면에셔 형행하째 셰효 방향으로- 뻗어 엽연파 사건다. 
도판 33 .::L쉽 7악 표용에는 량기구영 (71용)이 냐한허 놓인 점흘이 었는예 야 점을이 바로 평 

행하재 뺑은 줄우늬야다. 

상ÃI오} 훌웹. 평얀북도 신도군 녕]，간성 수선홍， 황해냥도 재랭균 석한려， 안악군 굴산려 한봉 
산롱，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 봉화산홍. 

Brachy쩌yllum obesum Heer 

(.'i.딴 33 그업 8. 도싼 34 그립 5) 

표혼용 짧용 잎율。l 벼늘ï.양으로 7↓져우아} 총총히 붙야있는 인홍야 cJ.. 옆 7)- 각을응 염셔여i 

것붙어았 πt. 약셔 야ιÃl 흘 치갚때 풍윤 붕혹-책다 7~지의 꿇까늠 영자까지 7~ 5mm 야상야표 앞 7}. 자가 

3-4mm이아， 앞훌룡행이다. oj 송억 다흔 종툴파 구혈혀는 접은 짧윤 옆을이 뀔~ r:t 각청고 7) 자찰 
야 줍응젓이다. 

산ÀI없 훌읽。/11‘강도 2선천궁 전천옵 흉/생흉? 행;영욕5'.. 용성-'1: 청장씩 서 -11 홉. 

Brachyphyllu.m s p. 1 

( 요싼 31 그럼 14. 도딴 34 그컵 13) 

표본운 쌍각행 혹응 낌축한· 흉행의 짧융 잎을。l 총총허 봉윤 ò}지 3악 초 l팍쓸이 다- 야지의 너 ll] 

는 7mm이상야 야‘ 짧윤 양의 표가는 8X5mm야 까， 올윤 뾰족하쩨 앵 겼다. 잎의 표끽연에 는 01 새한 섣 

률아 세호방향2...'i.. 좋지썩었다‘ 이 속양 r+ 은 종윷과 차이나윤 점은 짧은잎의 길이가 픈것 "ì 약， 

산자었 종~i. 자강5'.. .;갚산군 운평따 봉천 

B,’ac hyphyllum s p‘ 2 

〈도싼 34 그링 7ì 

표본용 효약난 아지아다. 야자의 강야는 13mmó ] .ll 너버는 3.5mm이다. 잎은 짧은 풍형을 이루 
는예 끝윤 뾰족하 r+. 잎끌운 내에 불지않고 C설어셔있다‘ 

산지와 훌훌업.4 강5'.. 천천군 젠천 읍 봉·천봉흉. 

Paf{iophyllμm Hee r , 1881 
Pαl5 io phyllum sp_ 1 

(도한 33 二L 엄 3. 6. 도판 34 그림 1 ) 

표본윤 아지이다. 아지의 성이는 35mm야고 녀벼는 3mm내외이다. 강 대어! 랴선오양으로 총총허 
붙은 짧윤 잎은 대와 45。의 작으로 뻗어있다. 일풍은 아래효 드í3l 운마. 잎은 가볍게 • 낫모양우로 
휘여들아7↑ 끝이 뾰족해지연셔 다시 급허 휘여든다. 잎의 연두려는 미끈하며 잎맥은 잘 알수 없아. 
Spheηol e pis? ( Pαgiophyllum) sp 라고 소개된 표본파 비솟하나 자세한 기채내용이 없요므로 챙 
확한대비를 짤수 없다. 

산지와 종우1. 황혜북도 i챙산군 평화려 평화 "-1 롱， 함경북도 온성군 향당려 세션흥-

Manica Watson. 1965 

Maπica dalatzensi 8 Chow et Tsao 

(도판 36 그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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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녁벼는 4mm내외이다. 엎용 질서가 8- lOmm이다- 잎윤 촬접모양￡효‘ 자;()흩 갑싸고있 

마e 이용션은 없다. 잎쏠윤 찰 얄려져 않는 라래요양으호 붕어있고 잎의 끝부용은 훈착을 이루고 
있다. 잎의 요연에는 얘우 자는 셰호우늬 가 나란확 놓어 있늪예 잎의 풍부분으효 오얘 든다. 이 총 

은 잎의 녁 tl1 와 길이가 좀 흔뎌l 셔 M‘ faveolat a와 차야낸다. 

산XI와 종우1. 황해남도 채령군 복지 ~l. 안악굽 흘산려 한봉산홍. 황해홉 ξ 팽산군 산성러 봉 

화산흉 

M ani ca foveolata C how et Tsao 

(도완 33 그럼 5. í웬 36 그힘 4. 7) 

가지의 너비는 3-5mm이다. 잎은 가저축을 ;애라 호셔흘 고추 올려쌓응 ï영:야다. 잎윤 01 이한 
하래모양으로 붕어 있는셰 이음울은 없다. lmm 냥짓한 잎의 웃품은 축파 떨어져 셨다 우에놓아는 
잎의 일퉁윷 약간 옆는아. 잎의 끔。} 이쑤는각윤 130 -140 。이다 r 잎의 표띤패는 셔}호방향으로 y. 
란히 뺑윤 우늬가 있다. 푸늬는 잎의 풍에 7~ 석 합쳐신다 야다는 짧고 우포 윷약자변셔 컵차 넓 
어셨다， 

산자앙 홍힘. 황해냥도 얀악 τt- 효산려 했향안흉， 황 õìl 북도 청산군 산생，， 1 횡-착산흉. 

Manica ρα pi !i 08 (l Chow TS i1 0 

(도관 34 그렇 싱 
가ι/、)의 L-j벼는 3mm야고 설。}는 55mm이다. 옐얘) '1 찬랜 샤샤해 냐간 야자의 l샤바는 보다 좁다. 

암의 껑 이 는 7 rnn;바 다 잎쉰 표시 오양으로 자 자 촉윤 감싸 il 있 "마 ε aJ!오행 2_fc 붕약 y,l r:t‘ 이 읍줍 
쓴 보이지 않는다‘ 잎의 풍부분만 쭉여!셔 r텅야찌았요-억 우헤 붙은 잎으} 밍풍윷 앞고있다. 잎의 표 
면셔1ε 샤놓 iL 규책적안 서il '료냉L향 91 출무L 늬가 6ü 7ij ，생도 있능예 3--.4윷 건 l게 쏘r-t 굵은 줄이 
었다. 

산자짝 을증우1. 향해냥또 재령궁 석연야 한봉11:흉. 

분류위치 불영 

Taeη UJpl 낀 rl ，s' Brongnìa 1" t ‘ 1828 

Tae ηzο pte Tl 8 ste ηο phylia κryshtobvich 

(도판장 J 침 :) ì 

(갚은 싣교 줍윤 æl 요양야r-t. 잎씌 Z우디1 가오4 일풍은 보속되찌l 않양이-ι 엽딴쉰→ J녕행하얘 미끈 
tl 다 잎윤 1심풍 부근야i 서 4mm이고 풍간부에서 8mm여며 깊이는 9cm야상이다 잎은 싹얘 71 와 qI 유느 c 。

으로 가띤사 좁싸선따 잉으} 가운며}책은 9.7mm 긋- 뚜렷하다‘ 측맥윤 가운혀l 액야 40-5(F각을 이루는 

펙 대부환 갈라'IJ ,,] 않고 검-제 청행 ù ，ξ 뺑는다. 촉맥윤 애 αn당 17-227~ 있능례 쪽얘가와 밀퉁어} 
셔는 좀 도울"J-， 

산자2~ 총우i. 항;영 남도 허천 균 창 i영씩 장펴← 21 홍. 

Taeniopteris cf. γ ic htho f.ε ni (Sc henk) Sze 

(도판 24 그링 8. 도판 25 .2 립 !l 

잎은 πl 오양이며 엽연응 며근하다. 길이는 얄수 없으냐 너비는 최대 37-40mm이고 최소 2‘ 5 

mm이다‘ 잎의 복-판에는 가운데맥이 굵고 뚜릿하게 뻗어있는해 여기에능 가는 형추선야 있다‘ 측액 
은 가운뎌1 돼어l 셔 뾰족각우보 냐와 공 밖"로 훼 C닥 엽연파 수작우로 사건다. 측액윤 가운데맥에서 
냐와 한변 가자치거나 그탬치 않는 경우가 있다. 엽안 부근에셔 lcm안에 20-237~ 악 측맥이 있 
다. 컨 성 한 측댁 뜰윤 셔 로 평 ;행 한 다‘ 

삼J.:I 와 훌쩍잡2영남도 허천군 장평려 장펴f i!i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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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자확뿔 A행GIOSP묘RMOP賢Y1‘INA 

쌍자 엽 식 물강 DICOTYLEDONOPSIDA 

HAMAMELIDALES 

Pla ta naceae 

Plataημs L. 1753 
Platanus ‘emóicolα Vachrameev 

(도싼 35 그힘 1. 도싼 36 그립 1. 2. 8) 
잎윤 큰 홍썽이다. 잎의 "1 벼는 9cm이고 높이는. 6cmo j 다‘ 밀부-훈윤 야래효 뼈죽허 E려운 쐐 

기행이다. 연우리논 밍부분을 내놓」ζ 연 잔잔한 쓸첼모양"'1 다. 잎맥은 땅사상팩。jq. 가운여!잎맥은 

끌고 굵다. 가운혀l 엎백요효부 pj 얀쪽.9..효 약강 휘 C셰드는 너l 쌍외 7}^1 잎백야 칼라션다. 가운예잎맥 
에l 셔 45 。로 칼라션 두개의 야해싶액은 아서 및’ t션쏠 향하얘 40-50。로 따섯채영 산가지 엎'!~ ..9_딪， 
칼라선다. 잎액 흉 싼가저때파 가^1 액사어에l 성옳·져l 영 ?1 C셔 2.용요양올 이훈다， 아 종은 Pl αtan. 
μ s cμηeiformis‘싹 벼슷한례 뼈l 죽하쩌 드려운 I일부용에 의하얘 가혜불수 었약. 

산지와 흩힘. 황혜북오 평산군 산성라 봉화산룡~ 

Platanus sp. I 

(도판 35 그램 2 ) 

잎은 둥글하냐. 잎켜 너 tl] 와 껄이는 각각 4cm정도。l 아. 밀부풀은 약간 늘싹선 쐐기오양이 

아. 잎변우려 는 홉날오양이，，]딴 멀풍가까이에셔는 애끈하마. 잎맥운 방사상맥이 아. 가운에 잎액에 
서 에쌍의 잎맥을아 뻗어었아. 그샤운예셔 야래엎책은 굵고 딸요며 나애자늠 보아 가늘요 우-!f.. 

휘얘든아. 야 화석용 Platanus익 어련잎으로 쏠수 있아. 

산 AI와 종위. 황혜북도 평산군 산성 리 봉챔산홍. 

Platanus sp. 2 

(도완 35 그럼 7l 

잎은 너비자 길이보마 륜흥행。l 마. 잎의 vj 비는 9cm여상01 다. 일퉁이 보존되지 않아 정확 

한 길이는 알수 없다. 그러냐 일퉁이 쐐기모양을 이훌것용 의심한바 없다. 잎액은 방사상요로 

가운뎌l 맥에서 너l 항의 가지잎액이 갈라져 냐왔다. 가지앞맥툴올 련절하는 한번 꺾야운 평행맥둘 

。l 있고 그샤이는 가는 잔맥플호 그울을 이운다. 이와같읍 징후들윤 Platanus호 인정펀다. 

산지와 충우l.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려 봉화산흥. 

Pseudoaspi diophyllum Ho l\ íck 1930. 
Pseudoaspidiophyllum c f. longi{olium Lebedev 

(도판 35 그링 5 >

잎은 세칼래잎이다. 가운뎌l 앞액이 길고 량쪽 두개의 잎액은 보마 짧다. 밀부분은 끝이 둔하연 
셔 전체적으로는 뾰족하여 변두려는 보종상 잘 알수 없요냐 얘끈한것칼지 않다. 잎백은 방사상 

잎액이며 가운뎌1 잉액은 곧마. 잎돼으로부러 30。각으로 ‘아혜잎액파 가지잎액이 갈라져 냐간아. 

아래잎맥띨요로 반닿모양의 순이 드러 워져있요며 그안에 활풍요양올 이룬 한쌍의 잎액이 가운예 

잎액에서 직접 뺑어있다. 이 종은 잎의 모양이 긴 룡형이고 야래앞팩밀에 순이 드려워져있는것으 

로 서 Platanus와 구옐 된 다. 



산ÃI 와 종우1. 황혜북도 i영산균 산성려 봉화산홍 

SALICALES 

Salícaceae 

Populus L.. 1753 

POPUlU8 sp. 1 
( 도판 37 그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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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윤 퉁근 모양이 아. 잎의 높이는 4cm이고 너비는 3.5cm이 마. 밑부훈윤 퉁그스렴하고 앞짤 
용 짧으연셔도 뾰족하다. 잎액은 굵은 가운례 액에서 셰쌍의 가지액이 45。로 냐온후 활등모양으 

로 약간 안￡로 휘여 들었다. 굵은 야래가지맥에서 단순한 잎액이 뻗어있다. 이 잎액은 잎의 띨 
변두려 흩 따라 휘여 있다. 

이 표본은 ;0;1 급 상고있는 사시나무 Populu"8 tremula와 매우 비슷하다. 

산지와 종위. 황해 북도 평산군 산성리의 봉화산롱. 

Populus sp. 2 

(도판 35 그립 4) 

표본은 잎밀풍파 왼걷한부분만 보존되여있다. 잎밀운 거의 직선행래로 쩔려웠요나 엽연은 잔 

올경y 양율 이루었다. 2차액윤 두쌍만 보손되였는례 가운폐맥파 40。납짓한 각드로 갈라졌다. 맨 

멸의 2차맥에 셔는 결 액 이 약 30。로 뻗 는다. 3차맥들윤 2 차맥파 거의 수직으로 냐와 가는 그물을 

이훈아. 잎욕 ;;\1 는 2.5cm이 다. 이 종은 POpulU8 latior 파 매우 비슷하다. 그터나 겉모양을 알수 

없 3므로 칩시 미정종요로 둔다. 

산지와 홍위.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의 봉화산동. 

Populites (Ví viani) Lesquereum , 1874 

PO pulites pseudo platanoi des Lebedev 

(도판 35 그럼 3 ) 

잎은 둥근모양이아ι 잎의 높이는 8때l이고 너비는 10cm이다} 밀부분은 량쪽이 비대청인 심 
장모양이다. 연두리는 밑부용에서 이끈하고 우호 올라가연서 흡날모양이다. 아래잎맥은 가운폐 
잎액파 약 45 。흘 이후고 그밖의 가지률은 30。내외의 각을 이룬다. 아래잎액의 밀에서 마섯개익 

골은 가져 잎액이 뻗어냐와 셔로 엉키여 그물모양을 이룬다. 이 종은 P. platanoides와 t! 1 숫하지 
만 가지액들이 셔로 팽행윷 이루며 대생하는데서 구옐된마. 

산 AI 와 흩워. 황혜북도 쟁산군 산성리 봉화산홍. 

Salix Linn. 1753 
Salix s p. 

(도딴 36 그립 5 ) 
잎은 펴청형이다. 잎의 길이는 7.5cm이고 너비는 1. 5αn이다. 잎은 짧운 잎꼭지률 까지며 

대에 불어었다. 잎의 가운예잎맥은 푸렷하냐 옆액플운 보이지 않는다. 엽연은 거철게 보인다. 
산지와 충워. 황혜북도 형산군 산성려 봉화산롱. 

F ABALES (LECUMI NALES ) 
Leguminosae 

DαIbe rgites Berry, 1916. 
Dalbe rg;Ítes s p. 

(도판 35 그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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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은 긴 타원행이다. 잎의 높이는 1. 8cm이고 내버는 1. 5αn정도이다. 연두려는 얘용하얘 일부 

붐윤 풍글하며 끌은 오옥하게 왜워있아， 가운데 잎액용 약 50。로 갈라져나와 직션을 。I 루교었다. 

그 수는 5~6쌍이마. 가지백용 불큐척한 그물모양을 이루여 잎연두려쪽에서 길쭉혜장아. 

산지와 총우1. 황해북도 i생산균 산생려 봉화상홍. 

TROCHODENDRALES 

Troc hodendraèeae 

Trochodeπdroides Berry, 1926. 
Trochod(;mdroides sp. 

(도판 36 그림 6) 

표본윤 타원행의 길죽한 열매화석이아. 열애의 길이는 0.8αnp]il 너비는 0.3cm이다‘ 엎풍응 

둥그스럼하고 웃끌윤 뾰족하아. 열애의 표연에는 세호방향의 줄우늬가 나랴난다. 이 종은 Tro

chodendroides. elliptica의 열 애 와 벼 숫-한례 표본의 열 애 가 좀 웅 룩하고 또 얘 에 붙 는 형 식 융 

알수 없으므로 "1 정 종무로 둔다. 
산지와 총우1.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려 봉화산홍. 

4) 륜 흐식을 CHAROP돼Y’rA 

CHAROPHYCEAE Maslov, 1692 

CHARALES Madler , 1952. 

CHaraceae Lrichard. 1815. 

CHaroideae Leonhardi , 1863. 

Mesochara L. Grambast , 1962. 
Mesochara syrnrnetrica (Peck) L. Grambast 

( 도판 4。 그링 13~15) 

상란기는 다켠행이다‘ 길이는 450μ이고 너비는 375μ이마. 장란기의 웃부분파 아래부분은 

풍픔 뾰족행 이 다. 측연라션환수는 10개이 다. 라선세포들은 애부분 오목하고 일부는 평형하아， 

가장 넓은 부분은 중간부분에셔 약간 웃쭉이아， 상란가의 꼭대가 바닥 연두려에서 라션셰표는 

석도 라싼세포 너벼에 비하여 거의 연화되지 않고 중십의 한점에 모얀다. 장란거의 말구맹윤 5 

각 행 。! 고 비 교 적 작 다. 

산자와 총위.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려 , 한포，;J 봉화산롱. 

Mesochara stipitata (S. Wang) Z , Wang 

( 도판 4。 그엄 20-22) 

장란기는 닭얄모양 또는 퉁근닭얄모양이다. 길이는 250μ이고 너비는 200-250μ이마. 장란 

71 웃부분은 퉁근뾰족행이고 야래부분은 뾰족하게 좁아져 올이 약간 돌출되였마. 장란기의 가장 
넓은 부분은 중간부분에서 약간 웃쪽이다. 촉연에서 보이는 라선환수는 8-97~ 이고 라션세포 

들은 대부분 오옥하다.장란기의 욕애가 바닥 연두러에서 라선셰표는 적도라선세표에 비랴여 거 

의 변화되지 않으여 중심의 한점에 오안다. 쭉애기충심이 뾰족한것이 특정이다. 적도각은 대단 

허 작으 며 약 5-13。이 다 장란기의 아래부분은 삼각행으로 급격 허 좁야져 끌이 뾰족하며 약간 

돌출되 였다. 일구맹은 대 단허 작다. 

산지와 층우1. 황해북도 형산군 한요려 , 룡궁려 봉화산통. 



Mii30chara hefengtie ηsis Hu et Zeng 

( 도 판 4。 그링 1O~12.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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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칸치는 넓끄 뾰족한 주팽해。l 아. 질이는 600--65:)μ 이교 너비는 420 -450μ 이다. 장단지 
랴 윷-부분응 뾰족원행야고 밀부 분은 뾰족한 추모양이다. 장란기의 가장 넓윤 부분은 충간부분에 
셔 풋폭。iιL 측연애서 보이는 라션환수는 7-8 개이다. 라션세초둡응 대체로- -E옥하며 꼭대기 
바억연뚜 ""1 에서 하션셰표의 너 HJ 는 거의 연화되지 않는약. 줌심은 뾰족한 추모양을 이운다 표 
본의 륙성은 려선써요의 적도각이 애 i장승| 큰것이다. 장얀 71 으l 아래부분은 뾰족하깨 즙야셔 작윤 
二F영윷 만들끄 구멍밖에 언덕윷 형성 한다. 

심웠와 훌￥1. 황해북도 평산군 한쏘려 , 흉웅'pj 봉화산풍 

Mesocharα volutα (Peck) L. G I"ambast 

(도판 4。 그럼 16~-19 ) 

장란기는풍긍닭얄모양이다. 길이는 325μ이고녁벼는 223μ 이"1-. 장란거의 웃부분은 3표족한 
적행야 다 야래 부분도 뾰족한 원 행 으 효 좁야셨다 장란거의 자장 넓 은 부분은 →중간부분이 다 측며 
역j 석 보야 눈 라생환수눈 9-10희이아 라선셰쏘을운 대체로 오옥하며 샤이층은 닫고 뚜렷하다 자 
펀!으l 송해가 !l}당 변두러에서 라성셰표는 석도리선서l 표너 u] 애 써여 변썩끼 않고 중중-십。이에il 
」잎앉속한 놓 7기i 룹 형성한다. 정-란기의 일구멍은 작고 5 작행이아. 

H^I없 을§우L 황해북도 성산 군 룡궁i!-] 봉화산흉. 

〔사)l l1 S(J charo Mädler. 1952 
Oδtμsochara mutic α Hu et Zeng 

(도한 값) 그림 30) 

장권지는 자흔 7! 풍모양 또는 닭얄오양이다‘ 길이는 370μ 이고 L-j 벼늠 370μ 이，，+ . 장란 7) 의 웃 
?→-눈은 팽 S영하고 아i!ll부분은 샤른모양;요로 평’쩡하고 및구영추워가 요꼭한젓야 특싱이 아. 싱란지으} 

가상 넓-은 부분은 풍간부분에셔 웃쪽이며 아래흐 가띤서 접차 좁야선다. 측띤에서 보이는 파선환 

수는 6써성도여 r;t. 싹선세요풍은 평평파l건 7~ 약갚 볼폭하다， 상란 7) 쪽-대 71 바덕 띤우리에쩌 라션 

써쏘릎윤 석5...f-+성서1ii의 녁닝1 01) ~)하역 약간 좁아시거나 풍심근방에서 적도I.~ 썩이! 비하여 덕 넓이 

사 i션서 한심익 한점에 모인 ιt. 좋심이 약간 불옥한 정형:이 있다. 장딴지잊 아래쑤분운 사릎.5'.양。! 

고 웰구덩'11-약1 도드라선 언녁을 행성하띤서 깊은 외부흉을 l산든다. 딛는l 구멍은 5각행이마 비Æ.적 

-I:JJ:I 요f ~흉쭈’‘ 황하i 북또 형산균 용궁 P) 봉화산흉 

Aη!blyochα ra L. Grambast , 1962 

Amblyochara cf- sunanensis Z_ WangZhao et Yuan. 

(도판 심 그립 10-12) 

장란기는 넓은 닭얄오양이약. 길이는 700#야고 너비는 600-610μ이다 장란기의 웃부분은 넓 

은 풍근형태이다， 중섬은 약간 도드라셨고 야래부분윤 좁아지다가 끌에서 약간 돌출되였다. 장란기 

의 가장 넓은 부훈은 중간부분이다- 측연에셔 보이는 라선환수는 8-9개이다. 라선셰포들은 오꼭하 
여 세요사야 퉁은 잘 발댈되였다. 장란기의 꼭대 7) 바닥연두러에서 려선세포들은 적도 라션제초너 

바에 비하여 약간 좁으며 중심의 한점에 포얀다. 중심은 볼록하게 도드라졌다. 장련기의 일구멍은 
5각행이고 비교적 작아. 

싼 XI와 종우1. 황해북도 평산굽 룡궁려 봉화산흥-

Amblyochara sp. 

( 도판 41 그럼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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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란기는 긴타원행 또는 긴닭얄모양이다. 걸이는 535-725μ 이고 녀비는 400-550μ 이아. 장 
란기의 웃부분은 뾰족한 원형이고 아래부분윤 퉁근원형무로 좁야졌다. 장칸 7] 의 가장 넓은부붐은 
중간부분이다. 측면에서 보이는 랴션환수는 8~ 1O회이다， 라선세포들은 대부훈 오옥하아， 장란기 
의 쪽대기 바닥변두e.]에서 라션세표플용 적도랴션셰쏘의 너 ll] 에 비하여 약간 좁아지거냐 거의 연 
화가 없 으며 중심은 약간 풍글져! 즐거되였다- 장란기의 띨구맹은 비교적 작고 외부어l 올가된 언택 
을 。l 룬마. 

산지와 종우1.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리 • 한표e.] 봉화산롱. 

Sphaerochara Mädler , 1952 
Sphaerochara πlragranulifera S. wang. 

(도판 39 그럼 27-31) 

장란기는 둥근구행 또는 퉁근랴원행이다. 길이는 565μ이고 너비는 560μ야마. 장란기의 웃부 
분은 풍글교 아래부분은 둥글거l 좁아지 다71- 끝에서 약간 돌출되였아. 장란거의 가장 넓은부훈윤 

중간부분에서 약산 웃쪽이다. 측면에서 보이는 라선환수는 9-10개이다. 라션세포플은 오목하며 

라션세포들의 적도각윤 대단허 작다. 장란기의 쭉얘기 바닥변두려에서 라선세포들은 적도라쟁세포 
의 너비와 거의 샅요여 중심의 한접어l 모얀다. 띨구맹은 5각형야며 작다. 

산지와 총우1. 황해북도 팽산군 한표e.l. 룡궁려 봉화산롱 

Sphaerochara hμita(Jqiaoensis Hu et Zeng. 

( 도판 19 그럼 32-37) 
장란기는 풍급구행이아. 길이는 510μ이고 너비는 500μ이다. 장란기의 웃부붐파 야래부용용 넓 

윤 원행이iI. 중심은 약간 뾰족하마. 장란기의 가장 넓윤 부분윤 종간부붐 약깐 웃쪽이다. 촉연에 
셔 보아는 라선환수는 9~10개야마‘ 라선세표들윤 팽팽하거냐 요옥하며 셰포사야등은 낯고 곧다. 
썩도경사각은 대단허 작다. 장란거의 꼭대기 바닥변두려에셔 라선셰표들은 적도확성세표의 너 III 에 
비하여 거의 변화되지 않고 중심의 한점에셔 오인마. 밀구영용 작고 5각형이다. 
산지와 층우1. 황해북도 팽산군 한표리 , 룡궁려 봉화산롱 

Maedl erisρhaera Horn a f. Rantzien. 1959 
Maedlerisphaera corollacea Huang et Xu 

( 도판 41 그립 23-25. 29-30) 
장란기는 약간 긴구형이며 길이는 500μ 이고 너비는 450-460μ이아. 장란 71 의 웃부훈은 풍 

글고 중십은 약간 올가되였으며 아래부분은 퉁근원형요로 좁야졌다. 장란거의 가장 넓윤 부폼온 

중간부분이아. 측연에셔 보이는 라선환수는 8~9 개이다. 라선셰포들은 대혜로 불록하며 봉합선들 

은 울켈모양으로 굴곡져있다. 장란거의 꼭대기 바닥 변두러에셔 라션세포즐윤 적도 라성세포의 녀 

닝l 어.] I.l]하여 웅쟁도 좁야져 주연어l 환모양의 오옥화 고P] 흘 만률여 중심용 작용 꽃잎요양의 률기 

률 행성한다. 장란기의 일구멍은 찰 냐라냐지 않는다. 

산지와 종우1. 황해북도 형산군 한포러 , 룡풍e.] 봉화산홍 

Maedlerisρhaera sp. 

(도판 '41 그립 22) 
강란기는 퉁근구행에 가깝다. 길이는 450μ이고 너비는 400μ이다. 장란기의 웃부훈은 풍글교 

충간은 약하게 돌기되였아. 아래부분은 둥글게 좁아지아가 약간 자른모양이다. 장란기의 가장 넓 

윤 부분은 중간부분이고 측연에서 보이는 랴션환수는 8-9개이다. 라션셰포률은 약하깨 블록하며 
표띤이 약하게 굴곡되여있다. 장란거의 꼭대기 바닥변두리에셔 라션째요폴윤 척도라선세표의 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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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따여 약갔 좁아셔 환모양악 우욱한 ..ï1. ε} 률 안쓸여 중심에서 작은 꽃잎모양악 갓머리흘 만든 

다‘ 장란기의 밑 구영은 홉‘실에서 잘 싸라y. Ã] 않는다. 

성지와 종우1. 황해북도 형산균 룡-F a] • 한요aj 봉화산홍 

Pseu에olntochara Z. Wan~. 1975. 

Pseudolatochara shα shi ensis Lu 

( 도한 41 그링 26-28) 

장란지는 가둥오양의 라;원행이마. 길이는 370μ 이고 너비는 320μ 이다. 장란거의 웃부분윤 l성 

평하고 중십은 돌출 ~I 였으여 。}래부봄은 둥글쳐l 좁아셨다。 장란 71 악 가장 넓융 부분은 중갔부분이 

다. 측연에셔 보이는 라선환수는 7-8개야다， 라선세포들은 평평하며 일부표본은 오옥하다 장란 

71 악 쪽얘기 바악연우려에서 라선세요플윤 적￡라선세요의 L↑비에 비하야 약간 좁。1. 져 오옥한 흠 

을 안플.il 중심。!l셔는 약간 질 iL 퉁급 올출부를 행성한 εt. 일우영읍 삭 iL S각행야 4. 

산지와 종위. 황해북도 i생산궁 용풍려 봉화갔홍 

Pseudotatocharα shuan i!;bai en8Î s Z. Wang. et al 

( 도얀 41 그링 31-37) 

장한가는 홍근子행이다. 길이는 525-600 f.l 아고 녁 ll] 는 510-560μ 이아. 장란가의 웃부붐은 
풍근원행이고 아래부분도 둥근원행으효 좁i'O} 졌다. 장란기의 가장 넓운부분은 중강부분이다. 측연 

에서 보야는 랴션환수는 7-9개이다. 라션셰표뜰은 헤쳐!로 올록하여 외부애 불결5':.양의 무늬가 약 

간 발얄되여었아. 장란기의 쪽얘기 바닥 연두 P] 에서 라선셰표들윤 적도라션세표의 ~1 벼에 비하여 

약간 변하댄 7~ 거의 변하 :.!1 않고 중심에l 셔 석회화되여 풍글고 불록하게 냐온 갓어려릎 행성한다. 

측벽의 우께는 70μ 이고 꼭대지호 가연셔 두께는 앓야지냐 행 래능 볼록 하다. 밑구땅윤 5각행이다. 

표본에셔는 표71 가 철 냐라냐저 않는다. 

산지와 종우1. 황해북요 형산균 룡궁려 봉화산홍. 

Aclistocharoideae Mäd:ler , 1952 

Aclìsiochara Peck, 1937. 

Aclistochara caii S. Wan~. 

( 도완 4。 그럼 27-29) 

장란가는 퉁근구행 또는 삼각추행야다. 길이는 300-350μ야고 녁비는 250-300μ 야다. 장란 

71 의 웃부분윤 평평하고 아래부왕응 뾰족하깨 좁아셨아. 장란지양 가장 넓은부분은 중간부분 약간 

윷쪽이다. 측연에서 표이는 라션환수는 6-7개이다. 라선세표을은 오옥하 iL 쩍도경샤각이 비교석 

크다. 장란지의 쭉대기 바닥변우리에셔 라선세포들윤 적도라선셰표의 너비에 벼하여 좁아셔 중심 

에셔 오옥했 홈을 안둔다. 장란거의 야래부분윤 상각행오로 좁야져 끝이 뾰족하여 약간 돌출되였 

아. 일구멍윤 작.9.. 01 5 각행이다. 

산지와 충위. 황해북도 평산궁 용풍리 • 한표，，1 봉화산홍 

Aclistochara laiae S. Wang 

( 도싼 40 그링 23-26) 

장란기는 강닭알모양 또는 추모양이다. 길이는 450μ이고 너비는 370-375μ이다. 장란기의 웃 

부훈은 평평하져l 자른모양이고 아래부분윤 삼각행모양~효 좁야져 풍에서 약간 올출되였다. 장란 

71 의 가장 넓은 부분윤 중간부분 약간 웃쪽이다. 측연에서 보이는 라선환수는 7-8개이다. 라선세 

포둘윤 요옥하져 세로흠은넓고 적오경사각은 H] 교적 크다. 장란거의 꼭애기 바닥변두리에셔 라션 

셔}포올윤 적도라선세표의 녀바에 비하여 변화되지 않는아. 일구명윤 5각행이며 벼교적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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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와 총획 ι 황등fl 북도. 팽산균- 한표랙 1 룡꽁”라 봉‘화샌 §F 

A-clistochαcr ， rθtμnd，~ Peck 

r 도~딩j 심 -:1 한 1-~6 ) 

;상란기는 냥작하셰 놓 ë，l 운 구행야다. 갇 òl:: 500-52 '5 μ이고껴벼는 500 ‘-:í5 C1 μ 이다상-란쩌의 
웃부분은 까운혜꺼 오꽉찬 홉윷 만블 r셔사 팽팽하찌 앓끄 아i!~부분윤 흥잘거i 좁ι야 ;;1 거나 ，}환'1'_양 

o 로 평 i영하다 ;상련자씩 깨장 넓은 ti분응 :풍산부원카다@ ‘흑연 α!] 셔 x. o ] 능 랴성행수눈 8.---9 끼!이 

다. 라선세 표쓸은 평 형 승! 거나 젤 확차다. 장칸지 역 휴대기 낭↓약변뚜 려 에 셔 E싹J씬+싼 세 j표t_‘뜰쓸은은 꺼죄f 도 E싹F선 λ 

포의 \...i 비해 난1 하 C셔 촬체 땐하야 중-성애셔 요옥한 홍윷- 망은아， 띨 "f벙응 작.Jl 5 각행아약. 외 
돌기된 언턱슬 

산 ::\1와 

얀윤느 c↓ 

황책!북FE 평성낮ι -~} !t_r~，lι 룡:;-，，1 홍-챔삼정~ 

Aciistothara sp. 

( 도 딴 4l:l?~ ::，~-양 ) 

장란 7) 는 풍근구팽야 c\ ‘ 짚아t:::μοìîL l서!l]는 400 ‘ 42 'ì/' "1 r:l._ 상싼치약 꽃←앙분온 i장쩡하 
거1 넓으_ D~ 야쩌 Rι 푼갚- 풍융잭 줍 ζ}[. 줬 성갚가악 l~ 상넓윤 양푼은 충잔i츄상이。 폭?쉰혜적 쏘이 

는 i4선환-유~:.- 8--9711 이r.+. Bt 션샤}jL→을옥 오옥허 '1 ， .í 율혹차 r? ;‘}션 j었 효쉰은 감. ð) 거나 융 

결모양이 c싸 적 3느끼영셔각은 애우 작다. 정란시 9~ 장 "H 가 야삽 i설 lF 썩써셔 다션써.J~쓸쉰 정표 g1i/5λ，11 
표의 너비이l 써하여 거펴 띤착.7~ ~Á il 충섭작 했설폐셔 _~:.. 0] r.r~ ~2-옥했 ;향을 헌r 쓴다 ν ‘쉰 Ci- 윤 
끄 5각헝 아 야 촉액 의 우 께 눈 60~-íO !-l삭 다-

상자와 응용업 t 황해북 도 팽산균 형장혀 , 한죄~_e-I 상화산풍 

Por.)c h.ar:1ceae L ‘ Granlbast\ 1662 

rμαpnoroide ð. e Pi'i , 1927‘ 

E’ 11αciislochα rα Z 이Tam:; et al 、

E깅‘IC Us to‘ C 치αTα muδ iui α (pek) Z 
(5:한 39 :1. i짚 13-26ì 

1976 

W' a. ng et a‘ R 

장란기눈 긴 닭양 1κ 양약 ζL 걸이、~:~ 350 -~， 450μ 아 _ïl 서비는 30η{ι35Uμ아아‘ 4L 펀꺼으-ï-닝!iF-49 
책광하고 종섬운 오옥 척따 。j 래부분쓴 꽁단원행 앞 풍야책 잠 t서j 씌 :4은모양아까 씬 71 석 사사 
넓→」 부운은 중산부분 야간 아쐐쪽이다 J 측연애샤 tt. òì 는 학선한수눈 11-12개 <>1 아. i4상셰 :L쓸은 
오목하며 팍껴차주 l성까시 얄알되껴 충성얘사 오.유한 구영괄 형성한아ι 측역의 3든째는 50μ언폐 )우 
개층으로구운J션다‘ 장량걱의 웃부-살짜서 두꺼i 7~ 갑샤가 뚜꺼워져 긴 0-1 랴부용윷 행성한다. 서1 ~ξ사 
이등은 예려하고 끌다. 일구멍윤 작표 폐 E! 허다。 

산지와 총워. 황해북도 평산궁 룡궁펙， 향쏘터 봉책산흉 

E’gαclistochani oóesa Hu et 

〈도판 39 그힘 1--12) 

장란가는 둥근 닭알모양이다. 김이는 500 -600μ 야고 너바는 400-450μ이다. 장단겨의 훗부분 
은 넓게 돌출되여 꼭때 71 애샤 팽팽하교 야래부분은 풍글셰 좁아지아가 끝에서 자은오양이다. 장란 
기의 가장 넓은 부분은 중간부분 아래휴야아. 축띤에서 보이는 라섣환수는 11-12개이다. 랴션세 
포등은 좁고 요옥하며 세호사이등이 벌.，갈되여있늪것이 특징이다. 장란기 꼭애가 바닥연우려에서 
라선세표능 좁게 연화되아가 중섬에j 서 오옥한 흥을 행성한다. 장한 71 의 아래쑤분얘샤 i4션셔1 ~ξ들 
은 5각행 의 삭은 구영을 만들연셔 외부에 오휴한 흥을 행성 한아. 
산지와 총우1. 황해북도 청산군 한.'t.i'! j 봉화산홍 



Clavatoraceae Pia. 1927 
Atopocharoideae Peck, 1938 

Atoρochara Pec k, 1938 
At opochara restric ta Grambast - Fessard. 

(도왔 4。 그링 1-9. 33) 

55 

장란거의 찍부행혜는퉁근 구행에 7}'{ft"+. 낄。}는 1000-1100μ 얘요 t셰바는 850-900μ 이다‘ 장 
행가씌 7} 쟁 넓온 부품용 충간부폼 약간 。}i!생혹이 ti ‘ 잦Jf-훈윤 없좌 추 . .2.양이 거나 약간 찰한 원형 
야약. 아래부용용 넓깨 좁야져 끝어1 서 약하게 올출되여 자른모양이깨냐 병옥파 같야 폴출되였다. 
경~애가구잉윤 상각썽이고 맡구I생읍 풍풍거냐 6각형야r::t ‘ 장란치와 측·벽두께는 50--75μ야고 L써;혜의 
낄야는 850μ 이.:ïl 어벼는 775μ 아다. 측벽에는 홍섭짧상 01 총려가 질 빵당쩍여있다. 

싼 ÃI 2t 총￥1. 황책북도 X영상균 용‘장려 봉화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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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흩생 대 포자화북화썩 

n 양치식뿔 P ’I‘ERIOOPHYT.A 

(1 ) 속새 강 SPHENOPSIDA 

EQUISETALES 

Equisetaceae Rich. 1803 

Calamo8pora Schoff. 1958 

Calamo8pora me80 zoica Coupe r 
(도완 42 그랩 lJ 

표자의 크 7) 는 39.μ 이고 요양용 불활천함 월형이다. 외각은 앓용려1 ， 요변에 표..lI. 작온 ..lI.리모 

l 
양의 주홈옳 많이 까지..lI.~4， 상방옐션의 갱야는 반갱의 -보짜 작다. 표자의 훌곽션온‘원래 얘 2 -. 

용향례 화씌화혜연셔 않온 추홈융 。l후며 메끈하지 않고 구용구훌하다. 표자의 색용 황갈잭야다. 

야 포자의 오양， 크 71. 색， 외각의 푸째， 혈션 흘 모든 혹정아 Calamospora mesozoica와 갈 

다. 

한자와 좀위 i행안‘압3ξ 훌 I잭군 셔호구 홍수흉. 황해혹도 황추굽 청훌리 청촌흉. 

(2 ) 석 송강 LYCOPSIDA 

LYCOPO.D IALES 
Lycopodiaceae Rich , 1805 。
LycoPodiumsportes Th ier • 1938 
Lycopo d. iumsporites sp. 1 
(도양 42 그링 2-3) 

포자의 작정용 35-43μ 이고 표자채의 요양용 원상각행아다e 렬션은 똑똑하고 구불구용향 상뱅 

렬선야다" 요기가 허교척 큰 그울표양의 우늬까 포자체흉 풀혀싸고있다. 그불구명의 요양은 원형 

혹은 타월형어며 그의 크끼는 5-7μ 야랴.~율혁의 우께는 1. 8μ 이다. 쏘자의 색윤 강색야다. 01 

￡자는 Lycopodium subrotundum K.--M‘와 애우 비슷하아. 그려냐 렬션야활 보이고그울구맹의 

모양。1 월형 휴용 라월형용 야후늪핵서 쑤옐훤다. 

산자와 홍위 I쟁안남도 몽혀품 셔호구형안북도 운젠군 가산i!-j 봉수흥， 형안북도 갱의주시 

현상통 신씌쭈룡 

Lycopo d. iumsporites sp. 2 
(도행 42 그령 4) 

포자의 칙갱용 32μ 。]Jl. 오양윤 원형이다 . .!1..자의 삼방렬선윤 똑똑하자 않다. 포자외각의 우늬 

는 그울모양올 아추고있다‘ 그풀구맹의 .::uj 논 7-9μ"1 다. 그불벽의 무쩨는 1. 8-2μ 야 야. 표자의 
색윤· 황씩 01 아. 야 포착는 요양， 렬선의 영확생， 그훌구맹의 크커 퉁에셔 Lycopodiumsporites 

sp, 1파 구옐된다. 

산지와 종워 형안냥도 흘덕군 셔호구 봉수홍， 형얀혹도 신의추시 펠장통 신의주홈 



Selaginellaceae Mett.. 1856 

Selagiηellidites Krasnova. 1961 

Selagiπellidites adsper8us (Verb.) Lim 
(도판 42 ::J..랩 5-6 ) 

M 

적도환융 포함한 표자의 최정온 50-54μ 이.il 표자책의 칙청온 36.5μ 이다.!I:.자의 극연 훌확 

운 웹형 혹윤 월상각형에 l斗. 포자는 버교척 좁용 척도환융 가씬다(내버 3.5-4.5μ J. 협헨윤 7}풀 
.il 우훌구불하며 척도환까지 연장꾀였야.!I:.자혜의 외각용 벼교적 앓으며 그의 표연온 .il료홉체 
l쓸련 파렵장우늬홉 7}정다. 객도환파 포자쩨에는 잔추홈。1 있마.!I:.자훌곽션은 울경요양。1 바.!. 

자의 색 윤 황색 이 다. 이 요자는 흉꽉. 크7]. 혈선 척 도환 퉁 륙갱 에 셔 Selaginella adSper8 fJ. S 

Verb. 와 창마. 

산지와 흥위 명암냥도 용덕군 흉반리 룡반흉， 합청북도 온생군 셰션려 셰선홍， 황해남도 1얘 

i영군 깅쩨월려 함봉산흉 

S elaginellid iÍ e8 ι am'iCU8 Lim 
(도판 42 그렬 7-10\ 

적도환융 포항한 표자의 척정운 46.8-52.2μ 이고 표자왜의 직갱은 45μ 야다. 표자양 극변 훌 

팍용 윌형에 7}짱거나 완2엔한 챙형이다. 척도환온 흉.il (3-3.6μ ) 그의 표연은 애용하다. 협션용 

7}놓고 경여 구훌구훌하다. 캘션온 쩍도환껴지 연창된다‘ 표자혜의 흉팍흔 월형에 가장다‘ 표자의 

와각은 아주 두껍다 (6‘ 7.2μ l. 외각책 요연윤 렵장 혹윤 작윤 혹오영:우늬홉 가진약. 표자의 흩책 

선온 울2옐모양이다. 포자의 썩은 황강색이다 . S.e lagineU:idites속에셔 이이 연구3년 포샤플까옳며l 는 

야 좋파 갇。1 두꺼운 외각융 가진 요자는 없다. 

선자와 종위 i영안냥도 운덕군 인홍러 흉반흥 . 

. Selagiπellidites dubius rCOuper) Lil" 
(도판 42 _:1..헝 11-13) 

적표환올 가진 표자익 직경은 64.8-84.6μ 이고 표자체의 직경흘 50-61.2μ 아야. 표자는 크 

다. 극연 흉꽉은 월형 혹은 그와 비슷한 모양융 이루고있다. 쩍도환의 녀바는 11-12.6μ 。1 다. 쩍 

도환의 요연에는 많윤 방사상 주릉이 있다. 옐션은 가는례 적도환까지 연장펀다- 드율체 적도환야 

장 보야지 않용 혜도 있마. 표자체 씌각의 두째는 5-5.4μ 이다. 환파 표자혜외각의 요연에는 굵 

은 링장우늬차 었다. 표자의 륜팍션은 울경오양융 냐하낸다. 01 표자의 특챙윤 C ingulatispor ites 

du6iu8 Couper파 비 슷하다-

싼자오} 좀위 형얀냥포 운역군 룡북하 룡반홍， 황해남도 채령군 석단려 한봉산홍， 함경북도 

옹성균 세선려 셰선롱 

S elagiπellidites lon6anen8Îs Lim 
(도판 43 그램 1-2) 

책도환융 포함한 포자의 직정은 45-52μ 이.ïl. 쩍도환의 너비는 9-10μ 이다. 적도환윤 앓고 푸 

영하다. 그 표연에는 가놓고 부채잘모양의 주룡이 않다. 혈션용 가늘고 갤며 쩍도환에까지 연장 

된다. 표자중심해의 잭윤 밤책칼이다. 적도환파의 경계가 영확하다. 외각윤 앓용례 외각 J!.연얘는 

파럽상우늬가 있다. 포자의 륜곽성윤 울결포양이다. 

이 종은 크기， 부채잘모양의 주릎융 가진 적도환의 홉정이 S elaginella multradiata Verb. 와 

비슷하다. 그려나 기채하는 종운 그 륜곽야 상각형융 이루는혀!셔‘ 구별된다 e 가채한 포자혜의 J!.연 

에는 파립상무늬가 있고 환의 표연에 빵사상주릎이 있는혜 Cingulati8pollte8 caminμ8 Balme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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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혜벼 3갚아:t현퍼l 뒤의것은 흉곽이 원상각행이며 쩍도환의 활팍선융 따라 1-2μ 의 너 B] 흉 7} 

전 두꺼운 여자 었는어1 야 총파 완천허 구별훤다. 

산 X많} 흥위 앵얀남도 운덕군 룡복러 룡반흉， 숙천균 젤리 홍반홍 

S elagineltid ite8 8aeVU8 (Balme) Li m 

(도딴 43 그링 3 ) 

표자의 직정은 38ft 야 31 외형은 원상각행이다. 포자의 쩍도환은 딴후영하다. 환의 낙비는 5μ 

이벼 환의 요연흩 배용하다. 삼방펼션은 활영확하다. 표자종성체의 흉팍은 원형에여 월극에는 빽 

빽하게 l킬련 긴 가시블이 있냐. 표자외각의 우께는 알수 없다- 표자의 륜곽션은 매끈하다. 쏘자의 

크7]， 앓은 척 도훤‘ 몇 우늬흑정들은 Cingulatisporites saevus Balme의 흘정파 바 슷하다. 다얀 

커째하는 표자의’ 헬션이 영확하재 냐타냐지 않는뎌|셔 구빨띈다-
삼J\1 2J 홍우영양남도 푼덕푼 신iJ.l 룡반홍 

S elagiπell i d ites scαbratμ1'1 (Couper) Lìm 

(도 3싼 43 -2렴 4) 

요지획 적정흩 37.8-40μ 이다. 3l.. 7.}랴 요양은· 켠상각형 혹은 원형 0] 아. 석도환은 앓요 투병하 
다‘ 적도환은 흉은해 녀비는 2.5μ 이다. 상방렬션은 잘j1 二F불구불하며 2압도환짜"'] 연장-현다. 포샤 
는 얘우 좁온 변선올 가신다. 표자의 종십체갚 원 Z썽이며 외각의 두째는 2.5μ"1 다. 확각의 요연에 
는 파행상-우늬가 j1료흉계 낼혀있다. 야 포자는 좁은 석도환， 흉은 변션융 자진 렬션 흥 흑정에서 
Ciπgμiat Îsporites scabratμs Couper와 얘우 해 슷하다. 

산지와 총입 X앵얀 l캄도 숙흰군 첼리， 영얀북도 박쳤군 랭하리 f킹1천롱， 흉반총? 씬의주시 련상 
흥 신씩주흉， 함경북도 온생군 셰션려 셰선홍， 황해낭도 쩨령꾼 석당려 한봉산홍. 

Selaginellid ites simplex (Kra sn. ) L im 

(도완 43 그렴 5-6) 

적￡환융 포항한 표자의 적경은 38μ 。1 벼 표자중심체의 칙경은 27μ 이다， 표자는 닝l iíl.석 작은 

원암각형에다. 포자와 척도환온 얘끈하며 내비는 7μ 이다， 상방렬션은 가는 작선이다- 그 걸이는 
포자종심체의 반경파 갇다. 표자충성쳐}는 삼각형이며 포자체 외각의 두께는 4μ 이다 i 외각 표연윤 
파령상무늬플 가지고 있다。 표자쐐의 세요서려 〈각)에는 밖 Ò iξ 도드라진 크지 않은 올 7] 가 었다. 

표자악 륜팍션은 얘온하마. 표자의 색은 밤갈색야다. 이 포자는 벼교적 밟은 환파 장 보이지 않늪 
펼선 통 륙정에셔 S elaginella simplex Krasn. 와 같다. 

상자와 종위 팽얀남도 문덕군 신iJ.l 박천홍， 룡반흥， 평얀북도 신의주시 련상동 신의주홍， 황 
해남도 채랭궁 석란려 한봉신흥 

Selaginellidites verrucosus (Cookson et Dettman) Krasnova 

(도판 43 그령 7-9 ) 

적도환융- 폭함한 표자의 적정운: 40-54.5μ 이고 포자중심체의 직경은 23 ，4 -34.2μ 이다. 표자 
의 .5'，.<양은 원행 혹은 원상각행이다. 적도환은 앓고 투명하다. 적도환의 너비는 5-12.5μ 이다， 그 
Jl.연에는 언쩨냐 방사장주릉이 있다. 렬션은 가놓고 킬여 구불구불한례 적도환까지 연장된다. 표 
자의 렬션이 퇴화펀 혼적도 있다. 표자의 중생체는 원형 혹은 원삼각행이다. 포자중성체 외각의 
두쩨는 2..，... 3.6μ 이다. 외각의 요변에는 작은 혹을이 있다. 예로는 포자중심체와 적도환샤이얘 영확 
한 경계가 있다. 표자의 흉짝션용작은 홉날 혹은 물결모양이아. 표자의 색은 황색이다. 이 표자는 
크치 , 외각의 무늬 , 척 도환의 두께 통 혹칭 야 Selagiπellidites verrucosu .s (Cook. et Dett. ) 
Krasn. 와 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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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XI없 홉우영안1강 í 푼짧품 셔홍구 박천흉파 흉반흉썽얀용·도 뺑천균 "~혀D-l )과쳤흉， 황 

해냥도 채 E생군 석한려 -싼봉얘&뽕， 행쩡혹도 온생균 A경선허 용성홍 

‘ 3 ) 때사려 강 P1‘EROPSIDA 

FILICALES 
Osmundaceae R. Brown , 1810 

Osmuηdacídite.~ Couper, 1957 

C) smμπdac id ites tυ ellmanii Coupe r 

(도판 43 그랭 15-17 ) 

표자의 직경은 39-44ν 이다. 표자의 오양은 청형 혹은 행라원형야다. 렬션윤 자는벼1 갤야는 

요자의 반갱파 장꺼냐 반경의 호이다. 형선운 연율 까지는 때도 있다. 포자의 외각은 앓:은례 표 
4 

연애는 작윤 혹모양우늬 7]. 고효롭게 댈혀있다. 혹의 적정은 1. 5-2힘이다. 외각의 륜팍션윤 -롭냥요 
양:이다. 표자의 색은 황색이다 i 이 표차의 -휴청은 o smun8. ac id ι tes ψ ellmaηιi와 강다“ 

산 Al와 홍위 i영얀냥도 숙천꾼 청펴영싼용도 하천균 중남려. 훈전군 가산허 흉수홍， 냉!}j앤 

롱영씬-홍 

Osmuπdαcidites elegans (Verb.) Lim 

〈도딴 44 _"1.렵 1-2) 

표자씩 길이는 39.6-41 ‘4μ"1 고 l겨1>1 는 28.8-32 .4μ 여야. 포착의 오양온 원형 혹용 앓은J 싹 

1 
젤행。1 다. 렬션운 가놓여 그 결이는포지· 반경의 5 。]다.S!l각은 언제냐 앓은 약으효 씌햄1해없 

외각의 활팍션은 작은 <)1 뺑y양;야다. 야 포자의 흑청은 !l]n] 암혀진 Osmunda etegans와 ;상 

rt. 
상 XI2t 종엽 :영얀냥도 숙천군 철려， 푼꽉꾼 서후二7- 흥반룡， 환쩌낭표 채썽군 킹1 단:iò-J 했뽕 

산-좋， 함쟁 4흔-요 온정군 써션 ".1 쩨/션홍 ι 

Scmzaeaceae Martius , 1834. 
Appendic εsporites Weyland and Krieger. 1953‘ 

Appendicisporite8 cf. caμcαsicus (Bolkh. ) Lim 

(오판 44 그럼 3 ) 

;표자의 칙경 은 46.8μ 이 다. 표자돼 모양은 상각행 。1 다 

쪼:>;}의 요연에 쩨개의 연염에 i썽행한 찰바모양우늬가 있다. 찰벼의 썩벼는 3.5μ이벼 잘 llj Af 
。1 의 거리는 2μ이다. 표져의 윤용윤 해끈하다. 표자와 색은 합칼씩이다. 0] 공자의 3..껴와 칼바왜 
특정은 문헌들에 알려갱 Anemia caμcasica Bolkh. 와 애우 tlj 슷하다. 이 포자의 삼각형의 매 각 
부가 비교천 뾰쭉하여 칼비플사이의 거리가 비교하는 종파 구별된다. 

산지와 종위 S영얀낭도 운덕군 룡북리， 숙천군 첼리 룡반롱， 황해남도 채형궁 경체원리， 황해 

북도 사리원시 미곡리 한봉산좋， 항;영북도 온성군 세션리 셰션롱， 

Appeπd ‘cisporites exilioides (B olkh.) Lim 

(도딴 44 그헝 4~.7 ) 

표자의 직정윤 39.6-59 .4μ 이다. 포자의 극연륜팍은 상각형이까. 얘 변연윤 석선야거냐 않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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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우에 함요로 도드라졌 1斗.!1:..자의 매 각부는 원각이다. 렬션은 71 쓸고 끌으며 그 걸이는 표자반 

정의 칭 이와 111 슷하아. 외각은 비교적 우껍고 창 111 모 양의 우i늬흘 가진다. 야 깔 ll] 의 표연파 륜곽 

션은 애용하여 잘 111 는 표자의 흉팍션에 평행되체 놓여있다. 칼벼의 녀 111 는 3.6-5μ 이다. 표자의 

잭윤 진황색~방갈색。1 아. 01 !1:..자의 륙징은 Aπem ia exiliodes .2} 강다. 

산 XI와 충우I s영얀낭도 운덕군 신려， 숙천군 첼;;>]. 앵얀북도 박천군 맹하려 박천홍. 흉반홍， 황 

해냥도 채형군 김제왔려 , 황해북도 사려원시 n1 곡려 한봉산롱? 항경북도 온성군 셰선리 세션홍. 

Appendicisporites pseudomacrorhyz (Mark. ) Lim 

(도딴 44 그헝 8) 

표자의 직경은 68 .4μ 이아a 포자의 극연 룡곽은 상각형이며 삼각형의 애변은 밖요호 도드라 

쳤싹. 령선은 킬며 그 킬야는 포자 반경의 걸이와 갇다. 외각은 111 교척 앓으며 잘비모양무늬플 가 

까얀다. 칼벼는 구.불구훌하다. 깔배와 내벼는 3.6μ。l .ïl. 칼 ll] 플 사이의 커려는 1. 5μ 이다. 표자의 세 

채 각부에는 창비 7} 도드라져 ，<~긴 악얘기모양의 훌기(갤야가 3μ)가 있약. 포자의 륜팍은 애끈하 

고 색은 황창색이다. 

산지와 훌위 S영싼냥도 운덕군 셔호구， 숙천군 첼려 룡반홍， 황해남도 채형군 북지려 한봉산 

룡， 함경폭노 온성군 채선려 셰선룡 

Cicatricòsispoiites R. potonie and Ge Iletich , 1933. 

Cicatγ icosisporites cf. brevilaesuratu8 Couper 

(도딴 44 그램 9 ~ 
표자의 칙갱은 70.2μ로셔 111 교적 크다. 포자의 모양은 라원형이다. 렬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외각은 앓고 창비모양우늬률 가지고있아. 갈벼의 녀비는 3.6μ 이다. 창비들사。1 의 거리는 0.7μ 씨 

다. 반대쪽의 갈비률이 투영되여 룡형그울모양융 이룬다. 포자의 륜꽉션은 풍결모양이다. 그의 색 

은 황갈잭。}아. 이 표자는 요양이 타월형이.ïl. 갈 111 율 샤야의 거려 가 작은것올 내놓고 Cicatrí • 

cosisporites brßν ìlaesuratus 총파 매우 비 슷하다. 

상자와 훌위 쩡얀l강도 운덕군 용북리， 숙천군 창흥려 룡반홍， 항경북도 온천군 셰선러 세 

선홍. 

Cícatricosisporites cooÆsonii Balme 

(도판 44 그렴 10 ) 

￡자의 칙정은 41 .4 -42μ 이다. 포’Ã}률 옆에셔 보았올 때 륜곽은 원행에 가짱거냐 넓은 하원행 

어다. 옐선은 나라냐지 않는다. 외각의 두께는 4μ 야다. 원극연에서 보았융 혜 포자는 4-5μ의 너 

llj 훌 7}진 활 ll] 모양의 우늬들이 냐랴난다. 왕벼의 표연은 평란하고 얘끈하다. 장 ll] 들사 01 의 거리 

는 1-1. 5μ 이다. 표자의 훌팍션온 물결오양이다. 표자의 색은 방갈색이다. 이 포자의 크기， 찰 ll] 

와 외각 풍온 Cicatricosisporites Cooksonii Balme와 칼다. 

싣지와 충위 앵안남도 운역군 용욕i3-1. 숙천군 창흥리 박천롱， 홍반롱， 황해남도 쩨령군 검제 

훨허 , 황해북도 사려 월시 매 곡러 한·봉산룡. 항경북도 온성 군 셰션려 셰션롱. 

Cicatricosispokites mediosf .. iα tus (Bolkh.) Pocock 
(도판 44 그링 11-13 ) 

표자의 칙갱은 45-63μ 이다. 극연에셔 보있융 혜 포자의 모양은 원삼각형이며 그의 매변윤 밖 

3 
으효 도드라쳤다. 옐션의 킬이는 포자반정의 -이다. 렬션은 유변렬션이다. 표자의 외각의 표연에는 

4 
표용 크거의 갈바우늬까 었다. 찰벼 너비는 3-3.5μ 언려l 빼빽하게 줄지어있다. 갈 111우늬률사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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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려는 쭉똑치 않다. 반얘쪽의 찰 ll] 우늬가 후영되여 웃연의 잘벼우놔뜰파 사귀연서 흥행그울을 이 

훌아. 표자의 륜팍션은 약한 울결모양이 아 . !fo Ã} 의 색 용 함칼색 。1 다. 야 표자는 Pellet ier ia med ì

。 striata의 특정파 잘다. 

상i\12J 종우i 형얀낭도 문덕군 셔호구， 숙천균 챙~1. 팽얀북도 l작쳤군 앵하~J 박천롱‘ 홍반홍， 

황해녕도 채행군 북지려 한봉산롱， 함경북도 온/녕군 셰선려 셰션롱. 

Cicatr Îcosispr,;r ites 쩌 inutaestriatu8 (BoJikh. ) Pocock 
{도양 44 그랭 14-16) 

포자엌 칙챙온 30.6-39.6μ 마다. 극변에셔 홉았용 혜 요자의 외형윤 원상각형 !E는 삼각형이 

다‘ 척도연에셔 보았융 혜 쪼자의 외형용 라월형에 가짤야. 포자의 흉팍선온 끌거나 도드라졌다. 

영션의 껑이는 ￡칙，외 한경파 칼다， 째혜로 컬션은 변옳 까잔다. 외각은 앓고 후명하다. 그려으로 

외각씩 표연에 었는 찰벼우늬올윤 셔jξ 반해혹에쩌 흉형二l훌모양..2.J응 냐랴난다'.' jξ자의 색윤 밥잘 

잭 이 다. 이 포자와 크커 , 갈 111 우늬는 Pelletie'l' iα . minμt a.estriata Bolkh. 와 강다. 
삼저와 훌힘 I쩡안냥￡ 쑥1씬풍 첼려， 품펙푼 흉욕려영얀혹2i'.. 박천군 훌곡하 박천홍， 룡반 

흉@ 황해남2i'.. 채 i썽 'it 석탤f꺼， 황해혹도 .. 1}.쩍훨시 에찍’혀 한흉상홍， 합청홉í. 온/녕군 째선t!-] 셰 

성홍 

Cicatric98i8po'fÌ te.~ tersa (K. -M. ). Lim 

f도싼 45 그행 1-2) 
!ê.:Jt].의 척경온 37-39μ 야야. 쩍도연에셔 옳았옳 빼 !ê.자의 외형은 삼각형이다. 포자자 측연요 

호 놓혈 n찌 볕션온 냐하냐쳐 않는다. 외각야 앓껴 g째릎에 얘용한 창 111 푸놔풀온 셔 j효 한J:!l쭉에 i츄영 

되여 홈형그용융 。1 푼다. 표자의 훌팍션용， 얘~하다. 표자의 씩운 압잘색야다. 이 표자의 특정용 

PeUetieria tersa (K. -M. ) BoB‘h. 와 강다‘ 
산지와 종￥영안남도 축현군 첼리， 운펙군 셔호구， 평양북도 박천꾼 ，，>>하려 학천흉， 흉뺀 

흉， 황해남도 채행군 석한i3-1. 황혜폭í 사려웠λ1 며욕i!] 했봉산종 

Lygodioisporites R. Poton.ie. 1951 

Lygodioisporites asper (Bolkh.J Lim 
Cí.딴 45 그혐 5-7 ) 

표자의 척갱온 63-‘-70p. 이따.!ê.자의 R.양흩 상양행얀쾌 그 얘연윤 흩거냐 안요호 요푸라졌다‘ 

때 각부는 훨삼각형이다. 형선올 명확하다. 혐선와 껄이는 !l.자반경의 강 01 와 창다. 드용제 한청 

킬야의 좋언것도 없다 렬씬은 좁은 변융 자~1거냐 혹온 찌지 않는다 외각온 두껑아 (3.5-5μ) 
외각의 효연에는 구불구불한 혹모양우뇌들야 잃아. 포자의 훌팍션은 얘용하다. 포자의 색온 밤찰 

씩 0] 다. 이 포자의 륙정은 Lygodium asper Bolkh. 와 캉다. 

산지와 흉위 앵얀남도 운덕군 언홍려， 숙천군 창흥라 학천흉， 용반홈， 앵얀북도 신의추시 형 

상홍 신의주롱， 황해남도 쩌 E영군 깅쩨월려 한봉산흉 

Lggodioisporites clarus (K.-M‘ ) Li m 

(도싼 45 그렴 8-10) 

포자의 직경은 68 .4 -75.2μ 이다. 표자의 모양온 매연이 곰거나 안으로 요푸라진 삼각형야다. 

외각은 두껍다 (3.6-4μ ) . 외각의 표연윤 원행에 가까운 혹모양우늬홈 까지고있다. 혹의 칙정용‘ 

3-5μ 이다. 표자의 훌곽윤 매용하거냐 이빵모양 01 다. 표자잉 색윤 밥강색이다. 01 포자의 오든 확 
정용 Lygodium clarum K. -M. 의 록정파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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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와 증힘 i영얀냥도 문댁균 셔호구， 휴천균 창용려 닝1천종， ‘한반흉영얀용쪼 신쩍추시 현 

상용 신악주흥， 황해남도 ;;;:~ i:성군 석란 ;>1 한봉산흉-‘ 

Lygodioisporites granulàtus (E. Iv. ) Li m 

(도판 45 그랭 11-13 , í판 46 .:2령 1-2 ) 

jξ자의 작경윤 54-72μ<>1 다. 포;.<:}의 모양윤 쌀각형。1 다. 상작행의 빼변은 팔쩌나 얀요로 오우 

2 
하쳤 4. 상각형의 ，，~각온 운각이다. 탤션의 캘야는 표자얀경걸이악 - 혹윤 언-청의 」설。1 와 갚은혜 

3 
짜채선것-도 있jL 짜개자저 않은것오 았다. 혜각씩 E휴찌는 2-3.6μ 이다. 외각21 표연에 g↓ f십장-징L 냥 

7} 앓는뎌{ 우쩌율윤 닙 1 .ii1.책 빽더왜하체 윷저여없다. 표;.<:}의 륜팍은 애용하커냐 -풍경.5!..양아다” 쪼자의 

잭은 황강색이다. 01 3l:.. 자는 종 푼것을 제외하 .ïL Lygodiμm granulatμm E ‘ Iv. 와 같아‘ 

산 Xl2t 총워 형얀남도 숙첸군 청려， 운핵궁 ''Ü흉ï.'.] 박천흉 흉반홍? 황해념‘도 채형군 석단려 

향황산홍. 행;영확 3ξ 온/생군 써선;;] 세션홍. 

Lygodioisporites cf ‘ ?π {l.rrη 1 1lÍlPTculafμs (K.'-뼈Lim 

(5'.딴 45 그램 3-.4 ) 

jξ야약 적갱 온 50-54μ 야 냐. 요 Ã}씩 요양흘 ~웰쌓4 쩡 01 다 S~Ã}악 u~ 변 윤 깎 ~jf- 강까 꾸".!f.. cl 

4 
셨다. 샘양행션 ξ 쪽쪽하찌 보야 Ã] 않는다. τ“ 질야느 포자빼경씩 -이아 ι 외각 .!?1 우째는 3-3.6μ 

~. ι 5 

01 다. 외각의 .tt.':견얘는 작청。1 5-5.4μ 익1 월챙혹표양 3유놔플야 없다 ι 혹쓸~- 조멸하세 좋Ã] t‘}쩌 

다. 표 4ε} 환팍션은 야주 약한 풍경오양이아 .. 표자워 쐐온 방깔썩이다‘ 。1 표.cr.f 억 」F 늬눈 Lygo -

dium mαcrotunerculatum K. -M. 의 푸뇌와 강다. ~cl 냐 우늬 J약 크치가 .iL .. î1. 장각행의 G~ 41휴가 

>l1 .ii1.적 뾰쑥향썩{사 약간 댄혈원다. 
상 Xi2f 증우I 3영얀냥오 숙천군 i생려， 운댁-it 홍흡랴 ’좌천흥， 종한홍， 황해냥:s:. 채 E썽궁 경채썽 

려 한봉삼풍. 

Lygodio ι3양orites .psetμ2ηgιbbeγ ulμ s (l3 01kh.) Li m 

(도딴 46 ::L 령 5 ) 

표자씌 작성용 54μ 。1 다 ;ξ 자의 .0'_앙:은 상작행야며 상작쩡으{ 쩌l 각은 둔한 원각이다. 산 t강헬성 

양 젤이는 표자얀경얻 증。1 냐 ￡자외각의 요변에는 조웰확폐 영려없는 훌블 01 있다 혹약 요양윤 
얀웠챙 이 다‘ 훨극연장에셔 혹의 크기는 작다. 요지핵 릎싹정용， 울 2껑오양 01 다 . 3l:.. Â] 의 색운 

야 4. 
。:!l:..자의 」를-상윤 Lygodium ρseudogib6erulμs와 갇다. 

산지와 종우i 형안낭도 운닥군 신 ;:;1 흉반롱， 황해남도 채형꾼 용지;;1. 황해북도 은파궁 

쩍 한봉산훈， 항경북도 온성운 셰션히 셰선롱. 

Lygodioispori‘ te8 8ub8implex (Bolkh. ) Lî m 

(도싼 46 그렴 6-9 ) 

밤장잭 

n ι，、
4ι"← 

포자의 직경은 57.6-72μ 이다. 표자의 모양은 극변에셔 보았을 혜 삼각형으호 냐타얀다. 애변 

윤 직션이거나 안￡호 오우라졌오며 때호 밖요호 도드라졌다 상방렬션의 크커는 포자반갱의 3 。1

거냐 표자의 반경파 장마‘ 외각은 치멜하다. 외각의 두께는 3.6-4μ 이다. 외각의 표연파 륜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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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싼허 ;;:L .:'L ;;}9~ 색흔 방갈색아 ~~. 01 표자띄 왜각야 씨.ií!.적 융 내 짱·끄는 Ly godiurn subs-

implex Bolkh. 와 깔다. 

산 AI 오} 쩔우영안당jξ 운력군 서호구 봉수홍， 향뱉흉쟁안륙도 ‘신~추시 형상휴 신의주홍. 

황책냥도 채랭군’ 김채원리 애3!.산롱 

ι b' godio Î-sporites cf. var iν errucatus (Couper) Lim 

L도싼 46 그컵 10) 

￡자의 작점판 68μ 이아a 포자의 형핵-는 t각연이j 서 쏘았윷 뼈 원상 z}행이다. u~ 변윤 밥으호 도드 

라쳤약. 상병렬선외 칭이는 ￡자의 반;성파 갱좋아. 쩔션은 용-떤쩔선야다? 와 z}악 푸째는 5.4μ 이다. 

혀각씌 요연은 혹요양우냥호 획여싫다. 혹은 풍률제 썽겼는래 조밀하체 쏠."1 얘싫다. 포자의 륜팍 

윤 풀 J셜.5:.양이냐， 

이 쏘자의 록청윤 'Lygodiμη1 vaγ iverrucatus. Concavisporites ν aTI ν errμcαtμs와 강다. 그 

래냐 t얘 j표하는 종악 'i'.~양윤 상 4행이다 때변야 양 o :;ξ 요+4진태셔 71 채하늪 종·악 흠정파 약간 

싹이년 εl. 

L'i 
τ: 

g잔 Ái2f @웰 i쟁 얀\t.~ ~응현 :;t ~1 홍 ;?-j 룡만통， 

Sc hi.z，α eo i :SPO'T ites R ‘ P otO I1 ie. 1951 

SchizαeoÉsporites certus (B olkh.) Song 짧 Zheng 

rrE 딴 47 .2 평 1-3 ) 

3L샤성 철야 ;ε 40.G--50.6μ 。Ì-ll L객 Bl t:. 1;'L6-.-2L6μ 。1 꽉 ι 표자의 외형은 강꽉현행야 τ} 향끝 

r간원 "1 녀 ?살선원: !i 01 지 않는다， 혜각씩는 젝x.촉에 i영행한 갈 Hl 푸놔갈이 있다 갈 H] 푸 

::~쩌 1.-4 썩 는 2~2ι5p ð] 다‘ 찬 "1 굉L 늬룹셔야 sq 1씌려는 2~2‘ 5μ 역 당 거썩 는 iμ 어 ci. γ 표자의 륜팍선 

EF 책용하 r+ 쏘자 9~ 씩온 황강색 ù1q" öl.공자의 흑정 f . . I]: 헌들에 〈감펴걱l Schizaeα c er ta. 

iles' m (， di%bαtιs. Welμ) úschiapi‘Zε magnilμ&α tus. Schizαeltes ATtUS획 샅 c~ 우 

εI 3 껴의 종윤 샤/양상 혀얀21 똥 014 ‘ 

‘따 렀 총 힐 행 :상 당 'L 문 약 서 ._'L • 깎 천 흉 { 청 ’;ι 옹 , 횡 쇄 ‘상 ξ 쇄 헝 균 '1 잔‘풍산황 힌 

성 J수 j': ’ 군 씨 션 써l 섰 흥 

Sc h i" ανη lSpOT ι tes μη;ι&‘ (핀 Glkhι > 깐。 1원 4웃 Zheng 

r 도깐 η ~~쉽 4 .... .-7 ) 

_t_ 지 τl 깊까는 23--- 28 ‘ 8l' 0/ .I1. 1.1 벼는 12.6--16μ 야야~7.:.샤으상 E 앨완적으 JE 원타원행 c↑ 

ι↓ 킥 ?I 펴 뚜 ι펴는， I ，u 야 t:+ ‘ 원각예는 ;양건~ 감1.:î! 포양jF- 녁까 있파; 갇비￡양무느}으 101 ti]i::. 0 ‘8- 1. 8 

ì1 이다. 갈 "1 요양우늬뜰샤이꾀 거 ε} 는 1μ 선다: 찍각윤 닝L~잔 앓 7ì 여!운에 량속띤쩍 깔닝1 무의블이 

셔~ 후영되여 크기 7} 작은 풍형망을 이운다. 이 룡헛향등-각 크-기삭 오양은 셔보 약르찌 나타 

얀다‘ 
이 표자능 긍 71ι 칼 11] 우늬， 외각의 우째 흑-칭에셔 Schizaeα kulandyensis Bolkh 와 강다 

"1 .:'L;;} 눈 현애총 Schizaea dígidata {L. Sw. 와 비슷하싸 :1.터냐 요커는 창지 않다. 요자의 

색은 황칼색 또는 갈색이다. 

쇼t AI 와 종위 팽안낭도 운덕군 서호구 박천롱， 룡반뽕‘ 팽안북도 박천군 앵하，，1 박천흥， 신의 

주시 련상홍 신의주홍‘ 황해남도 채령군 상단;:;1， 온천군 〈산려 한봉-산홍， 항갱북도 온/생군 세션，，1 

쩌션롱. 

Schizaeoisporites lae ì! igatiform • s (B olkh. ) Gao et Zhao 

(도판 47 그컴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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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의 킬 "j 는 41.8-55.8μ 씨표 내버는 25.2 ...... 27.8μ 야다， 포자양 포양은 랴웠행아 "f. Æ. Ä1-.!각 

외각은 비교생 추생..n. 양상잘배우늬훌 까지:ü.X!냐. 짱바우늬의 애벼윤 3.6-4μ 야.u 칼에쭈늬샤이 
의 거려는 0.5-1μ 야 14. 룡형방와 3..치는 표..il(쩨얼 혼갱쑤 4-6μ} 얘채 그옳.:s:.양구초의 .'L'] 

는 셔효 바훗하t:t. 렬，냥용 1호 01 지 않는다 ;ε자의 색몫- 갈잭 또는 황쓸씩어략. 

o].~자는 효기 • .5!.양， 우늬， 찍각 풍의 혹징이 Schizaea 1αC!I ‘gat ifo1‘mis Bolkh. 확 깡다‘ 

산지와 종우! 랭안냥도 운댁군 인홍터 i 숙천궁 첼iI-] 룡반흉， 평얀홉.'r..1l왜쭈시 현상황 씌l의 

주롱， 박천군 충당회 봉수홍， 박천홍， 합갱용도 용생군 셰씬려 세션황 

Schizaeois뺏rites‘ ι leptost 'f'Ïat ll.8 Lim 

(도판 47 그령 12-13) 

표자의， 갱이는 .13.2-50.6μ 에며 녀빼는 23.4-32 ‘4μ 익따. 포자의 결모양윤 라청형야여 량쭉 

끌은 뭉혹한 반원착오포ι 되 C얘 있야‘ 렵션용 .!! 01 저 않는다. 와각온 앓고 창\31우냥흩 까지고있바‘ 장 

비무늬는 가놓고， 약하여 창\31 내\31 는 0‘ 7-1μ씩다. 찰에우늬률사이의 바>11 는 벼.ìil.적 없흩벼1 2--3μ 

에 당한다. 외각아 앓커혜운에 량쭉연의 갤배우놔훌 01 셔효 후행되얘 룡형양」ξ보 냐라Id다. 생은 

황색야다 01 !t..자는 칼 ll] 우늬까 약주 까늘II 사야자 없은례셔 Schiz，αea e!! ide l'ls Bolkh. 양 엽H양 

하나 표자의 표가. 치일쟁도， 요;>;}량풍의 오양혜셔 구l웰원다. 

산지와 총우영얀냥도 분략꾼 흉흉 &.1 흉반룡， 황해냥도 책팽꾼- 삭단화 환봉산홍 

SChizaeoisporites sphαericus (YÜ and Kuo) Li m 

〈도딴 47 그령 14-17 ) 

포자의 책경은 16.2-'-33μ 이아. 표자는 극히 작은 행챙야다。 혈성윤 보이쩌 않는다‘ 외각윤 앓 

고 평란한 장ll] 무늬흘 가지고있다. 찰비푸뇌의 녀 11] 는 2-3.5μ 이다. 장바우닉플환 서효 X영챙야져 

냐 라선모양~jξ 풀지에있다. 효자의 용확선용 애용하다. 

산지와 훌위 팽얀냥도 운쩍균 셔호구 룡반용e 황해냥도 써뺑궁 검쩌1 원쩍 핸홍샀흉， 함;영용3￡ 

온/영군 셰선려 쩨션홈 

Schizaeoisporites tenuis -L im 

(.x. 딴 47 ~ 헝 18-19 ) 

포자의 껄이는 60-70μ 야..il 녀바는 27-28μ 。1 략， 표자의 잭은 당황씩이아. 표자의 껄모양은 

넓은 타원행。1 다. 량팔은 바」표쩍 뾰쭉하다. 렬션은 보이지 않는다. 외각은 앓고 루명하다. 외각용 

서로 i영행하는 창배우늬를 가짜고었다. 칼벼우늬는 까놓고 (0.5-0.7μ ) 빽빽하체 줄지어있마!1:. 

~~의 흩팍선운 얘끈하다 01 요자는 융뻗야니랴 외각야 앓고 투명하며 갈，1l1 우늬가 매우 까늘고 

명확하기혜운에 혹챙이 야주 쪽똑하게 나타난아. 

산지와 홍위 I영안남도 운랙군 셔흐구 룡반홍， 황해남.도 채령군 깅쩨원려 한봉산흥 

Schizaeoisporites polarís (Bolkh. ) Lim 

(도판 47 그컵 20) 

포자의 켈이는 46.8μ 이고 녀에는 30.6.μ 야다. 포자의 색은 황갈색이아. 표자의 모양은 넓은 

라월형。1 며 량풍윤 용룩하다. 외각은 앓고 셔효 I영행한 갈비우늬흉 가지 고있다. 깔벼우늬의 너\l] 

j 는 2μ 이다. 갈벼우늬을사이의 거려는 1μ 야아.!J:.자의 훌꽉선윤 얘용하다. 표자의 외형， 크기 몇 

갈비우의 통의 혹갱온 Schizaea polaris와 갈다‘ 

션 AI와 충우영안남도 분덕군 신iI-] 용반롱， 황해냥도 채행군 북지려 한봉산롱 

Kl lI. kisporites Couper‘’ 1958 



Klukispor ites var iegatus Coupe r 

(도판 47 그령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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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의 척경은 46μ 이다. 표자의 색은 향갇색。1 다@ 포자의 모양은 원삼각형이다‘ 외각은 닝l .iï! 
적 두껍고 요옥그물모양외 우늬를 가진다. 오옥부의 직경은 5μ 이다. 렬션은 직선안 상방렬션이다. 

렬선걸이는 표자의 반경파 갇다‘ 
산자와 종우영얀남도 문역군 셔호구 봉수홍， 형얀북도 신의주시 련장통 신의추롱. 황해북도 

형산군 i영화리 형화리홍 

PoJypodiaceae R. Brown. 1810 

Woodsia R. Brown , 1810 

Woodsia? reticulata 'B olkh. 

(도판 48 그림 1) 

표자의 직껑은 72μ 이다. 표자의 색은 밤칼색이다， 요자는 크다. 표자의 결오양은 원형이다. 

렬션은 쪽쭉하지‘뭇하아. 표자체는 앓은약요로 씌워있는며1 약은 앓고 후영하다. 투명한 약주변의 

너비는 3.6μ 야다 .. 잭은 양황색이다. 요변에는 도드라진 그울모양우늬가 있다. 그풍구영은 다각형 
으로셔 온다l 칙경은 20μ 이다. 포자체 외각은 앓다， 표자는 압축되연서 져}캐졌다. 포자의 륜팍션은 

작용 이발파 창。1 거청다. 

산 Ä12~ 출우쟁얀낭도 문댁군 휴북，，1 흥앵}혹 함경북도 온성균 세션，，] 셰선홍 

Polypodiaceaesporites Bolkh. 

Polypodiaceaesporites sp. 

(도딴 48 그렴 2 ) 
표자의 길이는 39.6μ 이고 표자의 너비는 27.8μ 이다. 포자의 색은 황색이다， 표자는 당룡얄모 

양으호 생겼으여 단일렬션올 가지고있다. 포A의 외각은 비교적 두껍고 작윤 흑모양무늬를 자지고 

있다.!t..자의 요양따 외각의 우께 등에서 Polypodiurn 속의 표자와 비슷하다. 우늬까 드울계 배 렬 

된 야주 작은 혹요양야하는 점에셔 구별펀다. 

산 ÄI와 홍우영얀l낭도 문덕군 신러 홍판룡 

G lèicheniaceae Gaudichaud. 1826 

Gleicheηiidites (Ross , 1949) Boll‘h .. 1966 

Gleicheniidites senonicus Ross 

(도판 48 그렁 3 ) 

!t..자의 직경은 27-32.4μ 이다. 포자의 색은 황색이다. 극연에서 보았을 혜 포자의 모양은 상 

각형이다. 얘변은 안으호 요푸라졌거냐 칙션이다. 매 각부는 둔원이다. 상방렬션은 공으며 가놓고 

깅아. 그 킬이는 포자의 반경파 같다. 극연에셔 표자의 세변을 따라 3-4μ챙도의 너비를 가진 주 

룡이 ~다. 주릉진꿋의 색은 비교적 어두운색이다‘ 외각은 단일층이며 애끈하다. 표자의 혼팍션은 

얘문하다. 

산지와 종위 형얀남도 운덕균 서호구 박천롱， 황해방도 채행군 석단리 한봉산롱 

Cyatheaceae Reichen l1bach. 1829 

Cyathidites Coupe r, 1953 

Cyat hidi tes m inor Coupe r 

{도판 48 그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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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지뛰 직갱은 27-3û.6μ 이아 .11:.샤의 색은 황색이아. 극연에서 보았슬 띠{ 오양은 /임장행이 

다. 삼각팽의 애떤은 안으로 ~-.lf-따졌거냐 밖으효 도E라졌다‘ 각은 둔걱이다 행선은 자쓸고 직 

3 
전이며 렬션의 걸이는 쏘자반갱의 -이다. 외각은 약 1. 5μ 의 두껴1 판 가신다. 21 각의 표연은 미1 끈 

4 

하다， #자의 릎팍션은 애끈하다. 

산지와 증위 팽얀남도 운덕군 셔호구 봉-수통 

( 4 ) 렬션 강 RIMALES 
rR ILETES Reisch , 1881 

A zonotrilρ fes L ube r , 1935 

Leiolriletes Naum ,. 1937 

Leiotriletes (Coniopteris) cf. divaricata (Mal.) Lim 

(포딴 48 그램 10) 

표자의 척;영음 35-48μ 이다. 표자의 색은 황색이냐. 표‘ ::<}é약 .:2.양윤 상작챙언에 셰변은 얀쪽으 

로 요푸라셨다 삼각행의 얘각부는 붕룩하다. 렬션윤 성히 짜개쳐 생·각행융 이푼냐. 상작형의 σ.~ 

각은 뾰족하다. 펠션의 륜곽은 외각이 말려 워 생긴 주픔이 앓다- 와각의 표띤은 애용하여 우-놔까 

었다. 01 !1..자의 크기 형래 및 랩선의 룩청은 Coniopter is divar icata와 101] 춧한떼 종 어 온혜셔 

구t셜완다. 

싼 ;:;1 와 층우! 행 인-강도 문허 ,t 셔 _2:.구 봉수흥 

L oph? trile tes (Nau m.) Potonie & K"re mp, 1954 
Lophotriletes granatus Bolkh. 

( 도 한 48 그 렴 16.-19 ) 

포자의 석갱윤 :34--45μ 야마 s 포자의 색은 황색 또는 황잘색야다. 표자의 결모양운 원행 또는 

상각헝 c1 다. 상각형익 미1 현은 밖으호 도드라졌다. 렬션윤 학쪽허 냐타냐는태 가플.I1. 낄다‘ 펙각의 

표연애는 휴 E 양우‘낙기 있다」 혹의 .:2.양은 퉁근양표양 촉은 하원행이다. _J.. ;직경은 3.5~6μ 야마 

흑틀은 조땅히게 배형되여있다. 포자의 륜-팍션은 약간 울결모양이다. 이 포지는 크 7]. 우-늬 운퍼 

특정으효 보샤 Lophotrìletes graπatμs 종이다-

산지와 종우챙얀남도 문역군 언홍려 룡반통 황해남도 재령군 낌제원려 힌룡산흥 r 항갱용도 

온성군 셰선꾀 써선홍 

Chomotritetes Naum. , 193.7 

Chomotriletes ‘ redu 'n C μ s Bolkh 

(도판 49 그럼 6-7 ) 

포자의 석경은 27-41 ‘4μ 이다. 포자의 색은 황색이 다. 포자의 결오양은 켠행 이다. 렬션은 가 
늘며 똑똑히 냐라냐는데 직션안 경우가 않고 드울게 구불구불한 때도 있다. 렬션의 깅이는 ￡자의 

반정파 같다. 외각은 견고하다. 포자는 셰채의 넓은 동성환을 카지고있다. 환의 변두러션은 약간 

구붕구불하다. 외각의 표연은 얘끈하거나 산정오영:응 이루고있다‘ 표자의 륜곽션은 물결오양이다. 

이 표자는 37~ 의 동성환을 가지고있으며 가늪51. 진 렬션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야 Chomotrìletes 

reduncus 종으로 보 아진 다. 

산.AI와 증위 평얀남도 문역군 안흥t?-j 룡반홍 

S teno to ηotriletes Naum“ 1937 



n 
S te πozonotriletes classoides Lim. 

(오판 49 그럼 8-9 ) 

표자의 직경은 27-'-30-.6μ 이다. 표자의 색은 밤칼색야다 표자의 모양은 랴원행이다. 렬션은 
똑쭉하며 변융 가진아. 연의 너비는 3.6μ 이다. 렬션의 길이는 표자의 한경파 같다 외각은， 우껍 
다 (4-5μ). 외각의 표연에는 파랭상무늬가 빽빽하게 울지어있다. 외각이 두껍기예문에 현미경하에 

서 요자의 륜팍은 nn 용하다. 이 포자의 5'_양. 크기， 파렵상우늬， 두꺼운 외각， 척도변에서 나랴냐 

는 두 Z겁고 도드라신 한개의 환등은 Classopollis 화분파 매우 비 슷하다. 그러나 쪽똑한 유현상방 

첼선융 까지고있는셰서 구멸된다. 

심지와 종위 i영얀낚도 운덕군 신리 룡얀홍， 황해냥도 채령군 석란러 한봉산홍 

Diν isispor ites Tho mson , 1953. 

Dívisisporites cf ‘ euskirchensis Thomson 

(도판 49 그램 10) 

표자의 직경은 4 1.4μ 。1 다. 표자의 색은 황색이다. 표자의 결요양온 원형이다‘ 렬션은 구불·구 

불하며 끝에서 갈라진다. 갈라진 렬션은 서호 맞달려 그울모양우호 냐타나는 해도 있다. 외각은 우 

째의 총으로 되여있다. 외각의 두께는 2.5μ 이다‘ 외각의 표연은 얘온하 tl. !1..자의 견두;3.1 흘 따라 

초생얄요양의 주픔이 있다. 요자의 륜팍션은 애끈하다. 이 표자는 외각의 두째 및 모양을 내놓고 

Diuisispo γ ite8 eusk irc hensis Thomso n파 비 숫하다 

산 ÃI와 총위 i영얀남도 운덕군 통령려 룡반통 

2 ) 라자식물 GYMNOSPERMOPHYTINA 

(1 )종자양쳐강 PTERIDOSPERMAE 

Pteruchipollenites Co 야Je r ， 1958 

Pteruch‘pollenites microsaccus Couper 

(도판 49 그럭 15--16 ì 

화분얄?영 01 의 견이는 57 .6~lOOμ 이고 너비는 52-70μ 이다. 공커주매니의 길이는 36-79μ 이며 

너비눈 12 .6-27f~ 야다. 포자의 색은 황강색아다‘ 화분알쟁이는 긴타원챙헤서 넓은 랴원행까지 변 

힌다. 콩 71 주벼니는 화분체의 량옆에 붙어있는데 그 길이는 너벼혜 거의 2배나 왼다- 흥커주머니 

에는 그웅모양의 우늬가 있다. 그울의 구t닝은 아각형 또는 랴원행야다. 그울규-맹의 직경은 1. 5-2 

μ 야다. 그불구벙벽은 비교척 두 Z겁다. 화분체 외각의 표연은 작은 그울모양무늬호 되여잃다. 화분 

의 륜짝션은 매끈하지 않다 화분의 결요양， 공치주머니 등의 특징은 Pteruchipollenites micro -

sαccus Couper와 갈은머1 차이 정은 화분의 크치와 그불구멍이 약간 큰것 이 다. 

산지와 좀위 평안남도 운덕군 통렴러 룡반홍， 

(2 ) 송백 캉 CONIFEROP S IDA 

Walchiaceae Sternberg , 1952 

Pseudowalchia Bolkh. 1952 

Pseudowalchia koreae πszs Lim

(도판 5。 그렴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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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훈얄'1 01 의 킬이는 64.0-116.8μ 이고 녀배는 63-90μ에야. 화훈쩨의 갱야는 63-93μ 이고 
너비는 46.8-64.5μ 이다. 색윤 황색 또는 황칼색이다. 화‘봄알쟁이는 크.l1 넓윤 라월챙이다. 용기 

주머니으뻗 녀 tl1 는 약 12.6-1~ .4μ 이다. 어느 방향으로 보냐 화훈체에 불어있는 용치주며냐는 tlJ 교 
적 앓￡며 아각형의 그울모양우늬흘 까진다. 화훈체의 걸모양은 하웠형이다. 외각의 투째는 5.4-

6μ 이다- 외각의 요연은 파랩상무늬훌 가지고없다. 화용얄쟁이의 훌꽉션은 끌지 옷하마. 이 화훈 
은 크기， 공기주매니까 화폼체에 훌어있는 특정용 P8éudowalchia crocea Bolkh. 와 tl] 슷하다. 그 

려냐 비교한는 종용 공거주어녀와 화훈체의 경제 71'’똑똑하지 옷하고 화훈체의 외각。1 얘우 앓다. 
산지와 흥위 명얀냥도 운덕궁 동험리 용반홍 

Araucariaceae Strasburger. 1872 

Ar.aucariacite8 Strasburger 

A raucariacite8 australis Cookson 
(도판 5。 그혐 6-9) 

화분의 훌학선올 짜라 초생알모양의 주릉이 있다. 확훈의 흉확션은 매끈하지 않아 

야 화분은 A rauca7Ìa.c ites aus.tralis Cookson종이 다. 

산 ^I와 훌위 형얀냥도 운댁군 안흥리 용반홍， 황해남도 계명군 석한려 한흉상흉 

Classopollis (Pfrug) Pocock & Jansoniu9, 1961 

Classopollis classoides (Pflug) Pocock & Jansonius 

(도판 51 그링 1-2 ) 

화분직경은 30-33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모양온 원행 혹윤 원 4월형。1 다- 확분구t생파 흥 

은 없다. 외각은 셰개의 층으로 되여있다. 외각은 산정장 혹은 작온 웹장우뇌흘 가끼낀다‘ 외각용 

내외각의 두께보다 애야창 푸껍다. 화분알챙이의 척도부에셔 외각이 우껴워져 생긴 한채와 환(쩍 

도환대)윷 가지고있다. 그려고 적도부에 가는 형행조선이 있다. 화분은 사훈채의 흩적융 까지고 

싫다. 

산지와 종위 형안납도 분랙군 셔호구， 평얀북도 박천군 중냥려 봉수홈， 학챈룡， 룡반룡 

Classopollis minutus Lim. 

(도판 51 그럼 3-6) 

회{분알갱이의 척도축의 길이는 19-23 .4 μ 이고 극축의 길이는 14-17μ(완전형의 켜경 18.5μ) 

이냐.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갱이는 아주 작으며 사분채의 모양도 적지 않게 냐라냥다. 극연에셔 

보았을 혜 화분얄쟁이의 모양은 월행 혹은 랴원형이마. 원국연에셔 보앓울 때 1채의 구멍。1 냐타 

난다， 구명의 모양은 원행 혹은 원상각형이다. 구맹의 적정은 5-6μ 이다. 구맹은 언째나 나라나지 

않는다. 가까운 극변에셔 사분체의 혼척을 훌수 있다. 그 직경온 3-5μ 이다. 외각은 척오후에셔 

두꺼워져 도드라진 한채의 환을 이룬다 (3-3.5μ ). 두극은 셔로 대칭하며 앓고 연약하다. 의각의 

표연은 파렵상무늬흘 가진마. 외각이 두껍기때운에 현미경하에셔 화봄의 륜곽션은 매폰하게 냐라 

난다. 이 화분은 외각이 척도부에셔 푸꺼 워져 생긴 한채의 환융 가지는떼셔 Classopollis miπor 
와 비슷하다. 그려냐 비교하는 종은 치채하는 종보다 크고 외각의 적도부에 Classopollis stri:ate-

IIμm 의 화분파 갈은 평행조선이 있는더l 셔 구렬된다. 

산지와 중위 평안남도 문덕군 룡북리 룡반홍‘ 

Classopollis.ma}or Lim. 

(도판 51 그령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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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홉알'1 01 의 쩍도측의 킬에는 46-70.2μ 야랴. 극혹의 경야는 40-60μ(환션행얘셔 쩍도축의 

{1 01 는 65μ. 극·축의 킬이는 58μ)이약‘ 색용 방활책이다. 화훈알쟁 01 는 크다. 샤훌쩨는 냐하냐지 

않는다. 화분츄연의 결모양용 넓온 라월형이마. 화훈구맹파 사훈체의 혼적온 보야지 않는마. 외각 

온 척도연에셔 현져히 쭈Z셉제 냐랴Jd- 4. 외각의 쭈째는-5-10μ01 마. 향극용 셔효 대챙되체 앓야지 

Jl 연약혜꼈아. 색온 비교잭 연하다. 외각의 요연온 과랩 혹용 조랩. 혹모양의 우늬훌 7}지기도 

한다. 파협상우놔률용 예예로 배제 훌지어 그풀요양으호 냐하나기도 한마. 외각야 두껍거혜운에 

현1:11 경하에셔 화훈의 훌팍션윤 얘용하게 나라난다. 이와 강이 푼 화훈용 우려 냐랴에셔 처융으로 

알혀쳤다. 

• 
산지와 홍위 앵안냥도 운펙군 셔호구， 형얀혹도 박천군 훌욕리 학천흥， 홈반흉 

Cla~8opolli8 annulatU8 (Verb.) Lim 

(도판 51 그렴 11-24 ) 

화환알쟁이외 적도혹의 킬이는 27-34μ 이고 극혹의 갱이는 23.4-37.8μ 야마. 색은 황색， 밥 
찰색이다. 화훈알쟁이의 극연 흉팍온 월 1영， 하월*썽이다. 화훈알쟁이는 화석으로 되연셔 눌러여 원 
sj.월형 또는 월상작형으로 변하였다. 짧극연에셔 한 7~ 의 화훈구맹。l 냐라난다. 구명의 모양윤 놓 
어진 월형야냐， 구영의 칙경은 6-10.8μ 이다. 구맹의 모양용 훌명확한 경우도 있다. 7}까운 극변 
의 표면용 샤훈채의 혼객울 가지고있야. 혼적의 칙경변화한채는 3.6-10μ 。1 냐. 외각윤 적도연에서 
두껑마(우째 3.6-7μ l. 외각의 외부총윤-우갱다. 외각의 외j휴흉용 두개의 대효 되여없는벼l 한채 
의 대는 쩍￡부에셔 도도라신 한채의 환 o ;료 냐랴난야. 향국운 셔효 대청되게 앓아쳤고 연약하아. 

외싹은 추상구조흉 씨추는 혜도 있다。 외각표연의 우늬는 파렵상， 소협장이다. 현벼정하에서 화분 
얄갱이와 흩팍션용‘ ;영환하다‘ 쩍도연에셔 외각 0] 우꺼워져 한개의 환， 카까운 극연에셔 홉수 있는 
사분채의 혼척， 화분알쟁야의 크치 등 Pollenites anπ utatus Ve r. 파 벼슷하다‘ 

산 Ã'와 홉우I ~영얀냥도 숙천군 청려 흉반롱， 황해냥도 채형꾼 석단 ~l 한봉산흉창경북도 온성 
군 세션려 셰선홍 

Podocarpaceae Neger. 1907 

Podocarpidites (Cooks.) R. Potonie , 1958 

PodOCa7’ pid ites‘ arquata (K. -M. ) Qu 

(도싼 61 그령 11, 도싼 52 그램 1-2 ) 

화훈알쟁이악 칠이는 86 .4-110μ 이다. 화분혜의 캘야는 46.8-63μ 이며 녀벼는 30.6- 57μ 이 

짜 1 흥치주머니의 높아는 41-57.6μ 야Jl 너비는 48 ‘6-64 ‘8μ 이다， 색은 황창색야다. 화분알갱이 

의 극연오양용 하원챙이다. 촉연훤짝윤 긴 라월형야다. 흉켜주머니는 화분체보다 크다. 공 71 주머 

냐는 확분체잉 량옆에 불어있져냐 화분체의 원극변에 불어었t:t. 원극변에서 흥겨주벼나플사야의 거 

려는 iμ 이다. 홈껴주머니의 캘모양응 반원형이다， 그흘구영은 확분얄쟁이의 경이방향무효 걸게 늘 

어져었다 ι 화분채의 끌요양윤 훨하원형 혹윤 체형이다. 변우의 두째는 3-5μ 이다. 화분체 외걱의 

표연윤 똑쪽-하지 옷한 혹모양우늬흘 자진다. 화분체의 흉팍신윤 윷Z셜，모양이다. 확분의 극 71. 흑모 

양:우늬 특정은 Podocarpidites속의 혹정파 같다. 

산지와 종위 평얀남도 문덕군 셔호구 룡반흉 

Podocarpidites cTÌspa (Hlon.) Li m 

(도한 52 그링 3 ) 

화용얄쟁이의 걸이는 79.2μ 이다‘ 화분체의 킬이는 43.2μ 。1 여 녀벼는 38.8μ 야약. 용기주머니 

의 놓이는 36μ"1 여 너 13] 는 52.2μ 이다. 색온 황색이다， 화분·얄쟁야는 크다. 극연에셔 모양은 넓은 

라원행야다. 흥껴추어니는 화분체보다 크다. 공 7] 주쩌냐는 향옆에 불어있다， 불운션은 구불구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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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커추써냐씩 모양좌 앓은 학행행 "1 다， 용 71 쭈벼니는 앓II 용형외 그율5L 양퓨L 놔환 7}진냐 . ..:J. 

울구C닝은 것t ð 용 71 주싹얘외 .2윷구쏘는 양샤장 01 다. 우채젝 용껴주핵'-1한 극ι갱，어}셔 씩~ 풀지 않 

고 두 용 기 추- 싹 삭 샤 "1 혜 셔 강 {원. 챙 -강 야 월 다 . 우 ‘양 ;11 적뜯 어 냐 샤 혀 처 p1 i'. 10.8μ 애 다 ‘ 썩 분 쩨 핵 요 양 
은 원형야다 학분 .>11 찍작쩍 Jl.연우늬는ι 쪽쭉하;7(1 않해. 뺑쭈와 두째는 3. 장야어야. 화훌쳐1 훌 i생용 

잔 물결요양야다 

어 종의 흘청홉 Podocurp 'U 8 c1' ispa H lcrn ‘ 약 찰다 e 

산지앉 홍위 ;챙얀남도 풋핵 iE 셔호꾸· 흉향용‘ 황쇄 i앙도 ~n 형 -it 씌랫따 했뽕산-홍‘ 황‘쩌혹'i"à 

산군 팽화 Bl 영섭혈흉 

Pod.ocarpidite .s decora (Boll‘h.) Lim 

L!i:.훨 52 :~행 4 ) 
호↓분얄1 01 외 줬어씀 45μ 핵Jl I얘빽는 27μα1 약. 풍 71추펴니의 짧 α1쓸 16.2μ 써31.. 녁바늘 18μ 

。1 아. 색용 ‘황생 01 약。 확훈쌓쩡야의 3.. 7] ~는 썩다. 용 71 추"Ì t갱는 화용해1 ~랐다 3.. 4. 우‘황 -"1"유벼냐는 
서로 불 ':>:1 앓았Jl 흉찌겨 3..<녁 5월국예 불씩앓야‘ 향켜쭈 I써니의 청 5L 양;응 랴월썽이다. 외작용 앓:갱i 

그울오양악 우펴는 쟁 ::il 월다션푸는 홉::ilA.연홉 법상l용늬훌 7}졌약 

。1 화훈의 풍생용 Podocarp“s decora'야 잘다， 

H A: I와 훌훌위 X챙얀냥.s:. 용댐궁 셔효·똥 학챙흉 

Podocarpidile8 etongαtα Li~“ 

(도판 52 :2행 f:; -7 ) 

화분알쟁 야 sj 껄 이는 102.4-120.4μ 야 다‘ 확~.~’외 칭 이 는 46.8-59μ 야요 !씌l3j.플 46.8“ 48.6 

μ 이나. 색용 렸칼책야약. 화푼얄쟁。1 훌 극연에}사 보았융 혜 훌팍은 컸랴훨형쩌다. 결야눈 i게벼의 

약 2배이다. 쑤 흉치주벼냐는 화뽑빼보다 굿야. 용켜추벼나플은 화분체의 량엎얘 훌썩었다‘ 용은 

션은 직선야다‘ 흉차주빼냐의 철 5L양윤 킷1 행뺑야벼 생각용 앓고 그올요양우놔흉 7)- 지11.~4. :2윷 

은 룡형。1 얘 ;싫다 i 때 j효 용치주어나와 화분체왜 정촉부에 항A} 상쭈릉야 었다. 뽕쐐추"i냐률A↓야양 

거리는 1. 8-3μ 야다‘ 화훈체의 정모양은 싹웠행 혹윤 흉행-，]다. 변두워 썩버는 3-3.6μ 야다. 회 

분체 륜팍성흘 따하 M]JL적 없용 주룡이 있약‘ 。1 종은 Podocarpus lops!'nensis MaL 파 벼 

다. 그련돼 I3j .iï!.하는 종훌 。}쭈 표1예 화훈체착 작11. 화분체의 흉확은 웠형。ì 11. 흥쳐주벼씨의 3 융 

二F 영。1 좀 흔뎌!서 71 채하는 총파 구혈 3셜다. 

산7\ 1 와 흙획 i쟁얀냥.s:. 흉댁 f한 흉북"1. 신 ~l 용얀홍 

Podocurpìdites minor Li m 

〈도싼 52 그렴 8-9 ) 
화분얄쟁씩약 ;길이는 46-52.2μ 야고 확훈체약 철 이는 10-12.6μ 야 다 r 용가추어1-1의 높에는 

21. 6-27μ 이고 너벼늪 16.2-21.6μ 이다. 색은 연한 황잭이다. 화분얄쟁야는 작다 극연에셔 본 

화분의 모양은 긴 타원형야다. 핑-껴주머녀는 화분체보마 약2배나 크마. 공껴주어니풍용 화분체의 

량쪽에 붙어있다‘ 공 -"1 주머니씩 포양은 원행에 가짤거냐 화원형올 。1 푸는어l 외작은 앓고 작은 그 

울요양우늬률 7}진다. 용기주어나플사야의 거려는 1. 8-5. 4μ 야다. 용껴주매니의 -"1 부에는 빵사장 

주릉이 있다. 화분체는 아주 작으며 그 모양은 똑똑치 않다. 01 종파 칼이 작은 확훈윤 야척 얼혀 

져지 않았다. 

산지와 충우| 명 얀남도 푼덕 군 신 ~l 룡반홍 

Podocarpid ites cf. multesÎm α (B oll‘h.) Pocock 

(도판 52 그렴 10. 도판 53 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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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알쟁이의 ::Q 01 는 53-57.6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27-28μ 이고 녀비는 23.4μ 이다. 
꽁치추며니의 높이는 26.5-27.5μ 이고 꺼비는 25.2--28.8μ 이다. 색은 황색씨다. 화분앙쟁이 

의 모양은 작은 긴하월형야다. 흥 71 주머니는 화분체보다 크며 화분체의 량옆에 불어있다. ‘화분체 

의 결모양은 큰 반원행이다‘ 그웅구맹운 작Jl 긴 롱형이다. 용 71 주머니의 71 부에는 t상사상주릉이 

었다. 두 흥기주매니사이의 겨려는 4-4.5μ 이다. 화분체의 모양은 원형이아. 외각은 립상무-늬를 

가진다. 연두의 너>lJ 는 3μ 이다. 이 종의 흑징은 Podocarpus multesimq와 같다. 

산지오} 훌위 형안낭도 품댁군 동렴리 룡반롱 

Podocarpidites cf πageiaJormis CZakl.) Krutzsch 

(도딴 53 그 링 2-4 Î 

화훈알쟁이의 킬이는 53-66μ 이다. 화용체의 킬이는 25.2-34μ 이며 너비는 19.8-27μ 야다. 

용치주머니의 농이는 27-32μ 이고 너비는 27-40p 이다. 색은 왈운색~황창색이다. 화분외 크끼는 
보흉，，]다. 공 71 주머니의 결모양은 원행에 가깡거냐 월타월행이다. 공기주어녀는 화분체의 량옆에 

붕어었는벼! 휠·윤선블은 팽행이거나 요우라졌다. 꽁치주머니는 화분체보아 더 크여 원하원행의 그 

풍요양웅 놔홀 7}.<낀다， 공 71주머니샤이거려는 4.5-6μ 야다， 용켜주벼니의 71 부에는 착은 방사상주 

룡이 않다 a 화분체의 철2l.양은 원행에 가깝다. 배부에는 3μ의 너 131 흘 차진 변두자 었아， 획각의 

양늬는 초령 혹온 작은 혹2l.양야다. 화분혜의 륜곽션은 작은 불결모양아다. 

획 분체와 흥 71 주머니엌 흑칭아 Podocarpus nageiaψ7‘ 'ln l‘s 종파 매우 벼 춧하다‘ 그현례 아종 

외 ξu1 까 작고 용.71 주썩니 J악 너째카 화분체의 높이를 않씨 초파하지 앓는 ;딩에셔 !rl 의젓펴 

구~ ~셜 3린다. 

산7\，와 종우| 평안낭도 문덕군 셔호구 흉반흥， 황해남도 채령군 색란려 한정-산홍 

Podoca‘rpidì‘ tes c f. pauta (Bolkh.) Lim 

(도판 53 그랭 5-7 ) 

화분 알?껑 이의 걸 씨 는 55 ‘ 6-68.4μ 이 다. 화분체의 켈 이는 28-31 ..1 μ 이요 화분체의 너 비는 36 

”… 40μ 야다. 용기주따니의 높여는 23 .4 -30.6μ 이고 너비는 43--‘ 52.2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 
쟁이의 크키는 보홍이다. 흥커주머니는 화분체보-다 큰더1 회분체의 향옆에 붙어있다. 붕은선은 직 
션 혹윤 밖으효 구부려졌다 ν 공기주머니외 결요양은 놓어신 원행이마‘ 공기주머니의 칭이는 너비 

의 약 2배이다. 외각은 앓표 릉형의 二L풍모양우놔흘 가진다. 두 용치주머니는 서로 맞붙져 않고 

흉운 사이를 두고있다 화분체는 깐타원형이다 g 화분은 크지 않은 변두흥 가지고있다. 짝분헤 외 

각의 푸늬는 작은 그울모양 촉은 작윤 혹모양우늬이다. 화분체의 륜싹션은 직선 혹은 →풍경모양이 

아. 화분얄쟁 이의 모양 꽁기주머니 와 화분알쟁 이 • 화분쩌!의 특정은 Podocαrpus paula Bolkh. 와 

애우 벼슷하다. 그려나 비교하는 종은 화분체의 너비가 길아의 2배이고 푸 공치주며니들이 맞붙은 
션사이 거리 가 비교적 면혜서 서로 구별된다. 

산지와 증위 i쩡안낭도 분덕군 셔호구 룡반롱. 박천홍 

Podocarpídites unícus (BoJkh. ) Pocock 

(도딴 53 그럼 8 ) 

화분알갱이의 길이는 122.4μ 이다‘ 화분체의 길이는 66.8μ 이고 너비는 55μ 이다. 흥기주머니의 

높이는 59 .4μ 야고 너비는 68μ 이다. 색은 황잘색이다. 화분얄쟁이는 크다. 공기주매니는 화분체보 

다 큰뎌! 화분체의 량쪽에 불어없다. 맞붙은션은 직션이다. 풍기주머니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푸 

늬는 비교적 큰 흥형으로 냐타난다. 변우의 두께는 3.6μ 이다. 화분체 외각의 표면은 혹오양무늬흘 

가진다- 화훈체의 결모양은 거의 똑똑히 알아봉수 있을 정도로 나ι타난다‘ 。1 화분의 특정은 



82 

Podocarpus unica Bolkh. 와 비 슷하다. 

신지와 증위 팽얀냥도 운덕군 셔호구 박천롱， 휴반홍， 황해남도 채 E녕군 깅제원려 한봉산홍， 

항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세선롱. 

Podocarpidites c f. lunata (Bolkh. ) Lim 

(도판 53 그렴 14 , 도판 54 그링 1-2 ) 

화분알쟁이의 킬이는 102-135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73-90μ 이고 높이는 65-72μ 이다. 공 

치주며니의 너비는 80-95μ 이고 높이는 63-69.μ 이다. 색은 황색야다- 화분은 비교석 크다. 용 71 

주며니는 원의 웅파 갈이 생겼다 공겨주머니의 외각의 구조는 그울오양이다 그불구명은 비교적 작 
다. 공기주머니와 화분체가 맞불은 부분에는 방사상주릎이 있다. 공기주에니는 화분체를 거의 물 

려싸고있다. 용기주머니들샤이의 맞불윤선들은 서로 팽행이다 i 평행션의 간격은 2-4μ 이다. 공기 

주매니의 외각은 화분체의 외각보다 두껍다. 화분체의 모양은 원행 혹은 원에 가까운 원타원형이 

다. 화분체 외각은 앓으여 산점장 혹은 립상우늬를 가진다. 

이 화분은 용기추머니의 모양， 공기주며니와 화분체가 불은 모양， 공기주며니의 작은그-불모양 

구조응이 Podocarpus lunata Bolkh. 와 같다. 그려나 약간 작은 정에셔 종 구멸된다. 

산지와 종위 평얀낭도 문댁꾼 셔호구 봉수롱， 평안북도 박천군 중낭려 봉수홍 

Dacrydiumites Cookson , 1952 

Dacrydium ites elatum iform is Zak l. 

(도판 54 그럼 3-5 ) 

화분알쟁어의 걸이는 37-48μ 이다。 화분체의 길이는 25.2μ 이끄 높이는 19.8-21μ 이다. 용기 

주머니 너벼는 14 .4 -21.6μ 이고 높야는 10 ‘ 8-23 .4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쟁이의 모양윤 

랴원행언폐 크기는 야주 작다. 공기주머니는 화분체의 량쪽에 붙어있는데 원극연에셔 두 공거주머 

니가 불은 구깐윤 닭얄모양이다. 용치주매니의 외각은 앓으며 우늬는 그풀모양이다. 용기주머니의 

거부에는 양사상주릉이 많아. 화분체의 결모양은 닭알처 럽 생겼다. 외각은 한개의 앓은총￡로 되 

여있는혜 표면에는 파렵장우늬가 있다. 01 화분은 공기주머니와 화분체의 특정이 Dacrydium ela

tumiformis ZakJ.와 갈다. 0] 화분의 크기는 약간 작아. 

산지와 종위 평안남도 운덕균 신러 룡반롱， 평안북도 신의주시 련상흥 신의주홍， 황해북도 평 
산군 산성려 봉화산홍， 함갱북도 온성군 셰선 ;;1 세션홍 

Pinaceae Lindley. 1836 

Pseudopicea Bolkh. 1952 

Pseudopicea rotuπdijormis (Mal.) Bolkh. 

(도딴 55 그렴 2-3) 

화분 알쟁 이 의 걸 。1늦 50.4-57.5μ 이 고 녀 비 는 55.6-60μ 이 다. 화분체 의 걸 이 는 30.6-36μ 이 

고 화분체의 너비는 50- 57.5μ 이다. 흥기주벼니의 높이는 9- 14.5μ 이고 너비는 46.8-53.5μ 이다. 

화분알쟁이의 모양은 넓은 라원형이며 량쪽은 서로 대칭이다. 화분은 극축을 따라 도드라졌다. 화 

분체의 모양은 긴 하원행이다. 외각은 그울모양우늬를 가진다. 화분체의 량옆에는 넓은 초생달모 
양의 주름이 있다. 화분체 중심에는 좁은 흉이 있다. 공기주머니는 두채안례 화분체의 두 측변을 

물려싸고있다. 서로 맞붙지 않았다. 공기주머니의 외각은 앓다. 외각에는 다각형의 그풀우늬가 있 

다. 공기주머니사이의 거려는 12-19μ 이다. 화분알쟁이의 결모양은 평란하지 않다. 화분의 모양， 

공기주머니와 화분체의 특정이 Pseudopicea rotundijormis (Ma l.) Bolkh. 와 같다. 그려나 좀 차 

이냐는것은 71 채한 종이 좀 작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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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총위 행얀남도 푼덕군 신러 룡반롱， 황해남도 채령군 검제원러 한봉산롱， 함경북도 온 

/녕군’셰선려 셰선롱 

Piceites B0 1l‘h. 1952 

Piceites latens Bolkh. 

(도판 55 뇨렴 4) 

화분알쟁이는 102-125μ 。l J1 화분체의 걸이는 60-70μ 이다. 공기주매니의 너 131 는 96-105μ 이 

고 높이는 60-65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은 적도축융 따라 대청되는 131 .iïl.적 큰 타원형을 이루 

J1았다. 화분체의 향옆에 불어있는‘용기주머니의 모-양은 반원파 커의 강J1 외각의 구조는 크지 
않은 그울모양이약. 그웅의 크가는 풍치주머니의 두려에서 화분체로 가연서 정차 작아진다. 화분 

체의 모양은 타원행이다. 화분체 외각의 우늬는 산정상이아. 원극변에는 똑똑한 홍이 있다‘ 변두 

는 좁으며 화분체에서 용기주머니로 가면서 점차 뎌 좁아신다. 그려으로 화분체와 용기주머니의 경 
계는 쪽똑하지 않다. 이 화분은 크기， 화분체와 공기주머니 등의 특정。1 Piceites latens Bolkh. 

와 강다. 

산지와 종위 평안남도 운댁군 서호구 봉수롱， 평안북도 박천군 앵하려 박천홍 

Pìceaepollen i.tes R. Potonie , 1931 

P iceaepo llenites giga nt issim U8 (Bolkh.) Lim 

(2i:.판 56 그럼 1 ) 
화분얄쟁이의 킬이는 148μ 이다. 화분체의 길이는 114μ 이고 너비는 70μ 이다. 용 7] 주머녀의 높 

이는 61.2μ 이고 너비는 72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쟁야는 크다. 측연의 정오양은 긴랴경형 
이다. 룡기주머니는 화분체 원극쪽에 붙어있는데 셔로 맞붙지 않고 많은 공간을 두고있다. 공기주 
머니의 질모양:은 반원행 혹은 타원형안례 적도축을 짜라 밖으호 도드라졌다. 공기주머니의 그울모 
양우늬들은 비교석 작다. 화분체의 결모양은 원형이다. 화분폐 외각의 표변에는 파립상무늬가 있 
다. 원극연악 립장우늬는 바교적 크다. 화분체의 응쪽에는 좁은 변 두가 있다. 화분체와 용가주머 
니 가 붙은 부분온 오목하다. 01 화분의 특정은 Picea gigantissímus Bo!kh. 와 같다. 

산지와 증위 평안남도 분덕군의 신.，] 룡반홍 

Piceaepollenites cf. longisaccata (Rovn.) Lim 

(도딴 57 그램 1) 

-화분얄쟁야의 갤야는 131. 4μ 이고 높이는 63μ 야마. 꽁치주머니의 높이는 68 .4μ 이고 냐비는 

50 .4μ 이냐. 색은 황색이다. 화분얄쟁야의 측연 결모양은 라원행이다. 공기주매니는 화분체의 원극 
연에 붙어있다. 공기주어니의 결모양은 긴라원형이다. 외각은 그울모양구조를 가지는영l 二L울구맹 

은 작다. 외각은 우껍다. 화분체 외각의 표연에는 그울푸늬가 있다， 화분체의 등쪽에는 변두가 있 
다‘ 련두는 기주장 구조을 7}진다. 용커주매니와 화분체가 붙은 부분에셔 오옥부를 이루지 않는 

다 

이 화분은 Picea longisaccata Rovn. 와 비 숫하다. 다만 우리 가 기 채 하는 종야 화분체 가 

크고 용기주머디가 종 작￡며 화분체와 공기주머니가 붕어있는 부분에 요옥부흘 。1 루지 않는례셔 

차이난다. 

산지와 총위 평얀남도 운덕군 신리 룡반통 

Piceaepollenites cf. parviretjculata (Rovn.) Lim 

(도판 56 그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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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얄쟁이의 걸이는 lll-lCY2μ 야고 높이는 68 .4μ 야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쟁이의 측연의 
걷모양은 랴원행이다. 두개의 공 7] 주머니를 가선다. 흥기주머니는 화분의 두옆에 붙어있다. 공기 
주머니에는 그풍요양의 우늬가 있으며 그울벽은 두Z겁다. 공기주머니들은 원극연에서 맞붙지 않는 
다. 화분체의 결모양은 라원행언더1 표변에는 용거주머니에셔와 비슷한 작은 그울무늬가 있냐. 화 
분체의 가까운극에는 변두가 있다. 변두의 두께는 4-5μ 이다. 높은 배율에서 보연 변두의 구조는 
책무양을 냐라낸다 파분체와 꽁기주어니의 격게는 똑똑허 냐타나지 않는다. 화분의 륜팍션은 얘 
끈하지 옷하다‘ 이 화분의 특정은 7]본적으로 Picea parvireticulatc Rovn‘와 갚으냐 용기주머니 
의 그울모양무늬크기， 변두 등이 다르다. 

산지와 총우| 팽얀냥도 문닥군 서 호구， 평얀북도 박천군 맹하허 박천홍， 흉반홍， 항경북도 온 
성군 세선리 셰선홍 

Piceaepollenites samoilovitchiana (Rovn.) Lîm 

{도관 56 二L 램 4-6 ) 

화분알갱이의 검야는 90-104μ 야 교 높이는 59-66μ 이다i 화분체악 갤이는 63-72μ 이~ 너씨 

는 45-60μ 이나. 용 ;'1 주머니의 높이는 36~-39 .6μ 이고 녀바는 46.8-55.8μ 이다. 색은 황색이다‘화 

분앙갱이는 넓은 바원행이다. 용거주머니는 밖무료 도드라졌요여 화분폐의 량엎에 ←불어었다. 공 71 

주머니는 원극변에셔 서로 맞불었다 화분체의 중싱에는 닮얄모양의 변릎이 있다. 외각은 앓고 :2 

물2i'_양푸늬는 1;] 1 삭 푸다. 그불구맹은 각행야다- 화분체는 넓은 아원행을 야루고있다. 표변에는

서는 그)웅?-뇌샤 았다. 

가까운극에는 외각이 두꺼워진 넓지 않은 !선듀가 있냐. 드물찌 변두는 영확하지 않을 혜도 있 

다. 공치주써니와 학분처1 치 방불은 부분에는 요적→한 부분이 있다 이 화분은 행래， 용거주머니와 

화분체 샤 붙 어 있 는 모양은 Picea sarnoiloviichiαπa Rovn. 와 갇다. 

산자와 훌위 팽얀남도 문댁군 셔호구 평얀북도 l삭천군 맹하려 약천흥. 룡반롱 

Piceaepo !l enit ε s pseudorotundiform;8 (Ma l. ) Lim 

(도관 55 그림 9 ) 

화분알갱이의 걸이는 73.8-109μ 이고 너비는 59 .4 -90μ 이다 화분체의 길이는 43-72μ 이고 

너비는 69-70μ 이다 색은 황색아다. 화분알갱이의 결모양은 넓은 라원형 흑은 원행에 가캉마. 용 

7] 주어니는 화분알갱이의 량옆에 붙어있다. 량기주머니들이 불은션은 작션이다. 공기주어녀의 그 

물은 원형이다. 화분체의 정모양은 켠에 가깝거나 랴원형이며 3f..떤은 i갱단하다. 화분체 외각의 표 

연에는 작은 그쓸모양무늬가 있다 。] 파분의 특정은 Picea pseudorotundiformis Ma l.와 길다-

산 ;::1 와 증우| 평얀남도 문덕눈 냥이려 박천홍， 평안북도 신의주시 현상통 신의주롱， 황해남도 

채형군 석탄리 한봉산흥， 항경북도 온성군 셰선>3] 셰선룡 

P ic eaepo llenites exilio ides CBoJkh.) Li m 

(도판 56 그링 7 ) 

화분의 킬이는 110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85μ 이고 높이는 80μ 야다. 공기주어니의 너비는 49 

μ 이고 높이는 53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은 화분체의 량옆에 붙어있는 두개의 공 7] 주머니를 가 

지고있다. 공커주머니의 모양은 원행이며 외각의 구조는 구영이 작은 그울모양이다. 외각에는 주 

릉이 있다. 화분체와 공기주머니의 갱계는 똑똑하지 옷하다. 화분체외각에는 산정상우늬가 있다. 

변푸는. 아주 좁다. 이 화분은 크기， 모양， 화분체， 공커주며니 등의 흑정。1 Picea exilioides와 

같다‘ 
산 ;::1 와 증위 평안남도 운덕군 서호구 봉수롱， 황해북도 팽산균 형화>31 영화려흥， 함경북도 

온성군 셰선리 세선홍 



Piημspollenites Raatz. 1937 

Pinμspoltenites o.ralicus (Bolkh.) Liril 

(도판 57 그렴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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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훈딸쟁야의 길야는 52-64.8μ 아다‘ 화분책의 걸야는 34.2-45μ 이 jl 높이는 32.4-36μ 이다. 
풍기주머니왜 높이는 21.6~-23 .4μ 이고 너벼는 19.9-27μ 여다. 색윤 황색이다. 화분얄쟁이의 크기 
는 보롱이다. 두개의 공기주매셔는 화분체의 원극연에 불어있다. 화분알쟁이의 결모양은 닭알 혹 
은 원에 까깡다. 공기주머니의 외각은 앓다. 공기주머니에는 비교적 큰 그불모양의 우늬가 있 
다. 화분체의 모양은 넓은 랴원형 혹은 원형에 가깡다. 화분체 외각의 표연에는 작은 휴들이 었 
다. 화분체 륜곽션은 물결모양으로 냐랴냐며 화분체와 용기주머니자 붙어있는 곳에는 명확한 요목 
홉이 없다. 0] 화분의 특정은 Pinus aralìca와 갈냐. 

산지와 좀우! 형얀남도 문펙군 서호구 박천롱. 홍반홍 

Piημs1JOIlenites insigπ is (Naum. Li m 

(도판 57 그 립 8. 도판 58 그 i겁 1) 

화분의 갤이는 50 .4 -56μ 아아. 화분체의 결이는 30.6--37.8μ 이고 높이는 39--41 .4μ 야다. 
흉기주핵니의 높이는 18-21.6μ 이고 너비는 30.6 -36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얄갱이의 모 

양은 타원행 혹은 원행에 까캅다. 흥가주벼니는 화분체의 향옆에 붙어있다‘ 용거주머니모양은 터 
켠행 휴윤 운 반원형이다. 외작은 앓은폐 표변에는 그울요양의 우늬가 있다. 꽁치주며어들사이의 
거리는 9. 5~- 1O .5μ 이다- 화분채는 큰 원형이다. 화분채 외각의 무늬는 파립상이다. 튜쪽에는 1션두 

가 었다， 때효 변두가 쪽쪽쳐 옷한 경우도 있다. 공기주머니와 화분체가 맞붙은 부분은 요복하다 
。1 화분의 특정은 P ínus insignis와 갈다. 

싼 ÃI와 종위 평얀남도 운덕군 셔호구 박천홍 룡반흥 

Pinuspolleπltes ηigrae.form is (B o Ikh ‘ ) Lim 

(도판 58 ~렴 2-4) 

화운얄쟁야의 길이는 41.4-55.8μ 이고 화분체의 높이는 28.8-34.2μ 이다. 흥거주어니의 높이 

는 16.2-.21. 6μ 이고 나비는 26-28.8μ 야다. 색은 황색이다‘ 룡기주벼녀는 원극변으호 치우치연서 

회분체의 량옆에 붙어있다‘ 흥거주머니의 결모양은 닭얄쪼앙파 갇다. 외각은 앓고 딴후명하다. 그 

윤구멍은 작은 마각행이며 그울벽은 우Z겁다. 공기주머니악 커부와 화분체가 맞풍은 부분에는 닝&사 

상주름이 많아. 공 7]주머니들사이의 거리는 10-14.5μ 이다 학분체의 표양은 원형이다. 화분체 

외각은 잃;윤더1 렵장 혹은 혹모양우늬가 있다. 퉁쪽에는 똑쪽하지 옷한 펀두가 있다. 이 화분의 흑 

정 은 Piημs nigrae.form is Bolkh. 와 감다. 

산져와 충우| 팽얀남도 운덕균 셔호구챙얀북도 박천군 중남러 봉수롱， 박천롱， 룡반롱 

Pinuspollenites .~μ6co ηClημa (Naum. ) Li m 

(도판 58 그램 5 ) 

화분얄쟁이의 킬이는 54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39 .4μ 이며 높이는 27μ 이다. 공커주머니의 높 

이는 16.2μ 이고 너비는 19.8μ 이다. 색은 황색야다. 화분얄갱이는 작다 화분체의 모양은 긴타원 
행이다. 공기주머니는 작고 원극에 쳐우치면서 화분체의 량옆에 붙어있다. 공치주어니 결모양은 
원행에 가짱4. 공 71 주머니의 외각은 앓고 반투명하다. 외각에는 그울모양우늬가 있다. 그울구멍 
은 작은 다각행이다. 화분채의 모양은 긴랴원형이다. 외각에는 세립무늬가 있다‘ 튜쪽에는 좁고 

평란한 변두가 있다. 공겨주역니와 화분체가 붕은 부분에 오-목홍이 있다 이 화분의 크기， 화분 

체 , 공기주머니의 모양 및 우늬 특정은 Pìημs su6concinua와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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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증위 평안냥도 운덕군 셔호구. 명안북도 박천군 충남려 봉수홍， 박천홈. 용반롱 

Piπuspoltenites cf. tricomposita (Boll‘h. ) Lim 

(도딴 58 그헝 6-8 ) 

화분얄쟁이의 킬이는、62-66.6μ 이다. 화분체의 킬야는 36-40μ 이고 너벼는 27-34.2μ 이다. 

꽁치주머니의 높이는 21.6-27μ 야고 너비는 30.6-36p 야다. 색은 황색이다. 화폼알쟁이는 두개의 

공기주머니를 가진다. 화분알쟁이의 결오양은 반원형보다 뎌 원행에 가캉다. 공끼주매니는 화분체 

의 량옆에 불어있다. 맞붕은션은 칙션이거냐 약간 도드라졌다. 공커주머니의 외각용 앓은례 그울 

모양의 우늬가 있다. 그울구맹은 아각형이다. 그물벽온 비교적 두껍다 1 주어니들사이의 거려는 

14.5-18μ 이다‘ 화분체의 결모양은 넓은 하원형이다. 외각의 우늬는 조렵상인례 셔로 잇달혀서 그 

물처랩 보인다. 변두는 앓다. 공기주머니와 화분체가 맞불은 부분에는 명확한 오옥부가 있다 01 

화분의 용기주머니와 화분체가 맞붐은선， 우늬 등의 륙갱이 Pin.l‘s tricomposita Bolkh. 와 매우 

비슷하다. 그려나 이 화분은 크기가 작고 화분체의 모양이 긴 화원형이며 흥기주매니들샤이 거려 
가 비교적 작용버l 셔 약간 구별된다. 

산지와 홍우| 형얀남도 문덕군 통렴려 룡반롱， 황해남도 채령군 석란러 한봉산흉 

Pinuspollenites cf. vulgari"s (Naum. ) Lim 

(도판 58 그럼 9 ) 
화폼알쟁이의 킬이는 45μ 이다. 화분체의 칼이는 32 .4μ 야교 너비는 28.8μ 이다 t 용치주머니의 

높이는 14.5μ 야고 녀벼는 25.2μ 이다. 화분의 결모양은 라원형이다. 공치주머니는 화분체의 량옆 

에 불어있다. 불은선은 적션이며 요옥홍이 있아. 공기주며니의 외각은 앓고 그불우늬률 가션 

다. 두 공기주머니사이 거려는 14.5p 이다. 화분체는 지그려진 원형이다. 그 외각의 표연에 작은 

혹모양우늬가 있다. 통폭에는 너배가 3.5μ 인 변두가 있다. 화분채의 흉곽션은 형란하지 않아‘ 이 
화분은 크기가 작윤젓융 내놓고는 톡정이 Pinus vulgaris와 갇다. 

산XI와 종위 황해남도 채령군 석단리 한봉산홍， 함경북도 온성군 셰선러 세션홍 

Pinuspollenites cf. pernobillis (Boll‘h. ) Li m 

(도판 58 그램 10) 

화분알쟁이의 킬이는 83-95μ 이아. 화훈체의 킬이는 60-65μ 이고 녀비는 65-75μ 이다‘ 공기 

주며니의 높이는 33-35μ 이고 너비는 30-36μ 이아. 풍기주머니는 화분체의 량옆에 치우쳐 불어있 

다- 공 71주머니의 모양은 원행 혹은 월행에 가까운 원형이다. 공기주머니의 외각구조는 다각형이 
마. 그울구명은 비교적 크다. 공치주머니와 화분체가 붙은 경계는 똑똑히 냐랴난다. 화분체의 모 
양은 타원체와 l.l j 슷하다. 화분체 외각의 표변에는 렵장우늬가 있다. 변두는 좁은례 가까운 극 

연에셔 아주 명확하게 냐랴냐며 변우， 공기주머니와 화분체가 불은 부분에까지 있다. 이 화분은 
Piπus pernobillis Bolkh. 와 l.l1 슷하냐 좀 작아. 

산지와 종위 팽안낭도 운댁군 셔호구 봉수홍 

Cedripites Wodenouse , 1933 

Cedripites cf. admirabilis (Bolkh. ) Lim 

(도판 59 그렴 2 ) 

화분알쟁이의 길이는 134.8μ 이고 높이는 82.8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85μ 이고 높이는 82.5μ 

이다. 공커주머니의 높이는 46.8μ 이고 너비는 72μ 야마. 색은 황갈색이다. 화분얄갱이의 측연결모 
양은 지그러진 원형이다. 공겨주머니는 화분체의 원극변에 불어있는베 불은션은 도드리·졌다. 흥 71 
주머니의 모양은 반원형보다 크다. 푸늬는 작은 그풀모양이아. 그풀우늬는 화분체의 우늬로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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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어가므로 화훈체와 공 71 주머니의 청제가 쭉똑하지 않아. 두 공기주매니는 극면에셔 셔효 홉지 
않있jl llj 교적 넓은 공간융 사이에 두고있다. 화폼혜는 크며 지그려진 원형이다. 외각용 작온 그 

울우늬률 가쳤으며 월극연에셔 그물의 크기는 작아. 등쭉에는 벌두가 있마. 변두의 너 a1 는 7.5μ 

이다. 변두는 책모양구조률 이루고있다. 혐우는 용기주머니호 껑차 냄어깐다. 변두의 용곽션온 매 

끈하다. 화분앙쟁이의 륜곽， 두꺼운 변두 및 착윤 풍기주머니 풍의 혹징은 Cedru8 adm irabili8 

Boll‘ h. 와 애우 비슷하다. 야만 뎌 크고 월극연에셔 우 공기주머니가 셔효 맞불지 않는예셔 구·벌 

훤다. 

산지와 종위 S영얀냥도 푼덕군 신려 용반흥. 합경북도 온성군 세션리 셰선흉 

Cedripite8 cf. leptodermu8 (Sauer) Lim 

I도판 59 그렴 3'-4 ) 

화훈알쟁야의 킬에는 75.6-82μ 이고 높이는 23 .4 --25.2μ 이다. 공기주머니의 놓이는 23.4-

25.2μ 이고 녀벼는 45-63μ 이다， 화분체의 ;길이는 57-60μ 이다. 색은 황잘색이다. 화본말쟁이왜 

모양:윤 쩌그려진 원-형이다. 공기주머니는 화훈체의 왕옆에 용어있으며 닭알처렴 생겼아. 흥기주벼 

니 표연에는 작윤 그물모양푸늬가 있다. 용기주머니사에 거리는 28-30μ 야다. 화‘본체는 흔 반원형 

이다. 퉁쪽에셔 외각은 두껴워져 1펀우률 이룬다. 변두의 구조와 우늬는 콩겨주머니의 그물모양우 

늬효 정착 1경어간마α 이 화분은 크jl 두꺼운 연우를 가지는것융 제외하고 모든 륙징 01 Cedrus ~e. 
ptoderm μs Sauer와 장다. 

산지와 출위 팽얀냥도 운덕군 신리 룡반홍， 황해낭도 채령군 석한러 한봉산롱， 황해북!L 뺑 
갚군 형화리 흉화산홍， 함경북도 용성군 셰선리 세션롱 

Cedripites cf. parvisaccatus(Zaue.r) Krutzsch 

(도판 59 그령 5 ) 

화훈의 걸이는 90μ 이마. 화분체의 길에는 66.6p 이고 높이는 48.6μ 어다. 공기주어니의 옳아는 
23.4μ 이고 너비는 36μ 야다. 색은 황색이다. 화훈알쟁이의 결모양은 넓은 랴월행이다. 흥겨쭈머니 

는 화분혜의 까운례 부분애 풀어있다. 공 7]주벼니의 결모양윤 닭알파 갈다. 그풀우늬는 적다. 화 

분체의 결모양은 지그리진 원형이다. 화분체의 외각요연에는 립상푸늬가 있다. 변두의 두쩨논 3 
μ 이다. 변두외 무늬는 공기주매니의 우늬로 점차적으로 협한다. 01 화분은 Cedrus parν Lsaccatus 
Zauer와 벼슷하다. 다만 화분얄쟁이가 비교적 크고 변두가 두꺼운벼!셔 구별훤다。 

상자와 종우| 평얀남도 문덕군 신리 룡반롱，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리 봉화산홍， 함경북도 온 
성군 셰션려 셰션홍 

Tsugaepollenites R. Potonie & Venitz, 1934 

Tsμ.gaepoltenites mesozoicus Couper 

(도판 6。 그렴 2-4) 

화훈알쟁 01 의 킬이는 54-64.8μ 이고 높이는 43.2-45μ 이다. 색은 황색， 황칼색이다. 화분알 

쟁이의 결모양은 넓은 하훨형이다. 화분체의 둘례에는 잘 빨달한 공기주머니가 있다. 그 녀비는 

7.5-10μ 이다. 화분쐐의 가까운 극연에는 크기가 다른 률기들이 배제 줄지어있다. 톨커들의 칙정 

은 4-7μ 이다. 공기주머니의 그물은 야주 크다- 화분얄쟁이의 륜곽션은 작윤 홈 1날오양이다. 이 화 
훈의 구조와 외각의 우늬 릉의 특정은 Tsugaepollenites mesozoicus Couper.2'j. 강다. 

산 ÃI와 증위 평얀남도 운덕군 신러 룡반홍， 황해남도 채령군 석단러 한봉산롱 

Exesipolleπites (Balme) ‘ Pocock. 1957 

Exesipolle πites tμmult‘s Balme 

(도판 6。 그렴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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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얄쟁이의 적경은 33-45μ 이다. 색은 방황색이다. 화분의 결모양은 원형 혹은 원상각행이 

다. 외각은 두껍다. 한개극의 표연에는 원행 혹은 상각형의 오양으로 우꺼 워진 부분이 있다. 색은 
131 교적 어둡다. 우꺼운 부분의 7}까운례 한개의 요옥부가 있다. 그 륜곽은 닭알모양야며 그 직경 

은 6-7μ 이다. 외각에는 조렵 또는 셰럼무늬가 있다. 화분의 륜팍션은 애끈하다. 야 화분의 록 
정은 Exesipotle ηites tumulus BaJme와 강다‘ 

신지와 종위 평얀납도 문덕군 신"-] 룡반홍， 황해남도 채령군 석단러 한봉산홍， 함경북도 온 
성군 세선리 세션롱 

분류위 ÃIJ~ 불명확한 화분 

Psophosphaera (Naum. )R. Potonie ‘ 1958 

Psophosphaera cognatus (B olkh. ) PU et Wu. 

(도판 60 그 렴 8-11 ) 

화분알갱이의 걸이는 61 ‘2~80μ 야고 너비는 48.6-54 /1 이냐. 색은 황써이다. 착붓알쟁에 결모 

양은 넓은 다원행야다. 홉파 구맹은 없다 외각은 비교석 앓마 외각악 무늬는 따펑상야다‘ 씩각 

의 표연에는 않은 긴 주릉이 있다. 회분의 륜곽은 i영란하지 않다‘ 화분의 양장。1 비교적 뾰족한것 

을 내놓고는 Podo.zam ιtes cognatus Bol k. h. 와 창야. 

산지와 종우i 평안냥도 운댁군 셔호구 박천흉， 룡반흉， 횡해납도 채 E녕군 낌제원"-] 대보산흥， 

황해북도 형산군산성"-] 봉화산롱. 항경북도 온생군 셰선려 세선홍 

Psophosphaera cf ‘ turbatus Balme 

(도판 60 그링 12 ) 

화분얄쟁이의 길이는 54μ 。1 ..il. 너 131 는 43.2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훈얄쟁이 갤오양유 양축 

된 넓은 타원형이다. 흠파 구명은 없다” 외각은 앓고 얄쟁이 우늬를 가진다. 화분얄쟁이의 종섬에 
서 외각은 원행요로 우꺼워진다. 외각의 책쟁은 28.8μ 야다. 외착의 표연은 다 주릉잡혀있다 화분 

외 륜팍 은 얘 끈하 1까. 이 화분의 특칭은 Psophosphaera tuψl“r6띠atωus Ba때lme 오와4 갇 c다;斗} 

산지오앉} 종우위평영 안4북추도 운덕군 4씬l 려 ’ I형쩡 얀4북추도 박천균군- 충낭리 P，맹g 승하}려 봉수홍’ 박천롱， 흉한 

흉‘ 황해낭도 재령군 깅제원리 한봉산롱， 황해복도 i영산군 평화려， 산성려 i영화 "-1 롱， 봉화산흥， 함 
경북도 온/녕군 세선 "-1 세선흉 

PSOl까osphaera glabrus (Ma l. ) Lim 

(도환 61 그험 1-2 ) 

화분의 크기는 92~100‘ 5μ 야다. 화분의 색은 황잘색이다.화분얄쟁이의 결모양은 비파적 흔 원 
행야다. 외각의 표연은 매온하다. 혜로 주릎을 가진약. 01 화분의 특정은 Podozamites (cf. pso

phosphaera) glabr y. s와 갈다. 

산지와 증우| 형얀납도 문덕군 신려， 숙천군 첼려 룡반홍，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 봉화산홍 

Psophosphaera macropunctalu8 (Verb.) Lìm 

(도판 61 그렴 3 ) 

화분의 크기는 100-117μ 이다. 색은 어두운 황색이다. 화분얄쟁이의 모양은 원행， 랴원형이 

다. 외각은 두껍고 크며 긴정상무늬를 카진다. 외각의 표연에는 우질셔한 주릉이 있다. 야 화분 
의 특정은 Podozam ites macropuηrtatns와 강다. 이 화분은 Podo zam ites inteolμs BoB‘h. 와 

131 솟하냐 외각의 우늬에서 완천허 구별된다. 

산 AI와 종위 황해북도 형산군 산성리 봉화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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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phosphaera minor (Verb.) Song &Zheng 

(도판 61 그렴 4 ) 

화분의 크기는 61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의 모양은 웠형이다. 외각은 앓고 작은 정상우늬 

를 가진다‘ 방행:야 서로 다은 주름이 많다. 야 화분의 흑정은 Podozamites m iπor Verb. 와 갇 

다. "1 화분온 Podo zam ites co gnatus Bolkh. 와 벼슷하냐 외각이 치밀하지 옷한떠l 서 완전히 구 

옐왼다. 

산 ;(1와 충우| 형얀남도 운덕군 신러， 숙천군 철리 룡-반흉， 황해낭도 채령균 석란리 한봉산흥 

Psophosphaera cf. aggereloides (Ma l.) Lìm 

(도판 61 그렴 5 ) 
화분의 표치는 96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알쟁이의 결모양은 둥글다. 외각은 매끈한예 큰 

주릉을 가지고있다- 이 화분의 혹징은 Podozamites (cf. Psophosphaerα ) aggereloides (Ma l.) 

Bolkh. 와 갈4 

산지오} 종우|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려 봉화산홍. 

Psophosphaerα cf. ovalus (B olkh. ) Lim 

(도딴 61 그렴 6 ) 

화분왜 궁끼는 49μ 이다 색은 환색이다. 화분얄쟁이의 결오양은 라원형인뎌l 화삭화되연서 쭈 

그혀졌냐. 쩍각은 벼」교적 λ1 일하고 매온하지 않으며 않은 주음융 가져고있다. 

야 화분의 혹정은 Podo zam ites ovatus Böll냐]. 외 비 슷하나 외각이 애 용하지 않은떼 서 약간 

구별된다” 
산지와 종우! 팽얀냥도 운덕균 셔호구， 숙천군 청 "1 룡얀풍 

MicTocachryidites Cookson. 1947 

Microcachryidites an tarctic 'U s Cookson 

(도완 61 .2 링 8-9 ) 

화분얄쟁이워 걸이는 61.2-93μ 이고 돔이는 54‘72μ 이다. 화분체의 걸이는 41 .4 --64.8μ 야고 

써비는 20-46μ 야약. 용기주머니의 크?]는 18-57.6μ 야마 색은 황색이다， 화푼딸쟁이의 모양은 

원챙 혹판 없윤 타원형이다. 용 71주며나는 3--4 캐씬더} 회분체의 출에에 붙어있으며 서초 맞불어있 
다 공기주머니의 크기는 같지 않다. 결5'.양은 현행 쪼는 없은 라경형야다 용기주벼니씌 그l불모 

양우늬는 다각행 또는 하원형야다. 그직갱은 2-3μ 이고 l불벽은 비교석 두껍 4. 화분체의 모양은 

밟은 라원형이다. 화분체의 외각에능 착은 그을오양우늬 7} 있다. 현두퍼 두께는 3-3‘ 6μ 이다. 01 
화분의 특정은 Microcachryidites antarctιcus Cookson 파 갇다， 

산지와 종우l 형얀냥도 운댁군 셔호구 룡반흥 

Monosulcites (Erdtman) et Couper , 1953 

Monosulc ites carpent ier i De l. and Sp rum. 

(도판 62 그렴 11) 

화분얄갱이의 길이는 61.2μ 이고 너비는 19.8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화분얄갱이는 라원행이 

다. 두끝은 뾰족하다. 원극면에는 한개의 좁은 홍이 밍다. 홍의 변은 얘끈하다. 홍두려의 외각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다 외각은 두개의 층으로 되여있다. 외각의 우께는 1. 5μ 이다， 표연은 uB 온하 

아 이 화분의 특정은 Moηosμ lcites wrpentieri De l. and Sprum. 와 강다. 

산지와 증우l 평얀납도 문댁군 서호구 봉수홍， 박천롱， 룡반롱， 평얀북도 신의주시 련상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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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홍， 황해남도 채 E영군 칭제원려 환봉산홍 

Monosulc ite8 m inimu8 Cookson 

(도딴 62 그헝 1-9) 

화분얄쟁이의 걸이는 25.2-43.2μ 이고 너비는 9.5-27μ 이다. 색은 황색이약. 화훈얄쟁이는 닭 

얄오양이다. 푸팔윤 용룩하거나 뾰족하다. 원극변에는 가로방항:의 긴홈。1 었는떼 좁은것도 있.:ïl 넓 

용것도 있마. 홈의 두풍은 가운례보아 》넓다. 홈젠은 작은 물결모양이거나 얘끈하다. 외각은 두개 

총으로 되여있다. 두께는 2μ 이다. 외각의 표연은 애용하거냐 산정상이다. 에 화분의 륙성은 

Mono8ulc ite8 m inímu8 Cookson과 같마. 화붐얄쟁 이의 크기 , 구조， 모양 흥은 Ginkgo L. 속의 
화분들파 비슷하다. 

산지와 종위 평안남도 운떡군 셔호구 봉수롱， 박천홍， 룡반홍， 팽얀북도 신의주시 련상통 신 

의주흥， 황해낭도 채랭궁 북지려 한봉산롱， 함경북도 옹성궁 세선리 세선통 

Moπ08μlc ite8 8ubgranul08t‘8 Couper 

(도딴 62 그랭 10 , 12-15) 

화분알쟁야의 결。1 는 55.8-72μ 이고 화봄의 녀버는 28.8-39.6μ 이다. 색은 황잭이다. 화분얄 

쟁이의 모양은 없은 하월형이다. 우꿀은 용룩하거냐 뾰족하다. 화분얄쟁야의 표연에 적도축파 얼 

치하는 긴 단홈이 있다. 홈의 변은 행단하지 않요며 드울게 홍의 외각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다. 

외각은 두개층인예 외각의 두째는 1. 5-2μ 이다. 외각외 표연에는 조렵 또는 작은 혹오양푸늬가 있‘ 

아. 

이 화훈의 특정은 Mono8ulc ite8 8u'blgraπulo8t‘8 Couper와 갈다. 

산지와 종우| 팽얀남도 문벽군 통렴려 룡반룡， 황해남도 채령군 깅제원리 한봉산롱 

Mono8ulcite8 percarinatu8 (Bðllkþ. ) Lim 

(도판 62 그헝 16-18 ) 

화훈양쟁이의 칭이는 81-99μ 이고 너 al 는 30.6-43.5μ 이다. 색은 황색이아. 화분알챙야의 요 
양은 넓은 하월형이다. 두끌은 보홍 붕룩하며 드물게 뾰족한것도 있다. 적도축-4 일치하는 긴홍이 
있다. 홈부근의 외각은 우껍고 홈부근의 색은 비교쩍요호 진하다. 외각외 두께는 1μ 이며 .R.연에는 
작윤 혹모양우늬가 배게 줄지어있다. 야 화분의 록정은 Bennetiti8 pe.rcarinatus Bolkh. 와 갈 

다. 

산지와 증위 평안남도 운덕군 통렴려 룡반롱 

Taxodiaceae r、leger. 1907 

Taxodiaceaepollenite8 Kremp , 1949 
Taxodiaceaepoltenite8 hiatu8 (R. Pot. ) Kremp 

(도판 63 그렴 1-5 ) 

화붐얄갱이의 직경은 19.8-36μ 이다색은 당황색이다. 화분알쟁이의 걷모양은 원형이다. 외 
각의 표면에는 ‘한개의 앓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화분은 화석으로 변할 혜 보롱 파렬왼다. 파렬구 
조는 화분얄쟁이의 중부까저 연창된다. 화분의 외각은 앓은더l 표연에는 파쉽상무늬자 잊마. 우늬 
의 직경은 1-1. 5μ 이다. 않은 주름이 었다. 이 화분의 특정은 TaxodiaceaepolleηÏfe8 hiatu8 

( R. Pot ) Kremp와 강다. 
산지와 종위 i영안남도 품덕군 서호구 룡반홍영안북도 신의주시 련상동 신의주용， 황해남도 

채령군 석단러 첨촌롱， 한봉산롱，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셰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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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ηaperturopollenítes (Pflug) R. Potonie , 1958 

Iπaperturopollenites psitosus Ke et Shi 

(도완 63 그렴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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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알쟁이의 킬이는 30.6~39μ 이고 너벼는 21.6-27μ 이다. 색은 황색이다. 외각의 .i.면온 
매끈하다. 

산지와 종위 평안남도 운덕군 셔호구， 동렴려 용반홍 

3 ) 피자식물 ANG 1 OSPERM OPHYTINA 

A상자엽 식 물창 D ICOTYLEDONOPSIDA 
BETULALES 
Betulaceae S. F. Gray. 1831 

Betμlaepollenites R. Pot. 1951 

Betulaepollenites aff. plicoides (Zak!. ) Urñ 
(도판 64 그렴 3-4 ) 

화분얄쟁이의 크치는 19.6-32μ 이다. 화분알쟁이의 모양온 세개의 화봉구영융‘ 까진 원삼각형 
이다. 

화분구맹 툴례의 외각은 우꺼워지연셔 똑똑치 않온 화분구맹망융 이룬다. 화분구멍을융 잇는 

세개의 활모양며가 있다. 활모양여는 외각이 두꺼워져 생겼는혀1 현미경￡로 보연 씬한 황잘색옳 
냐랴낸다. 화분의 외각은 비교적 두껍다. 

산 XI와 층우| 황해북도 영산군 산쟁려 봉화산홍 

ULMALES 
Ulmaceae M írbe J, 1815 

Planeraepollenites R. Pot.. 1951 

Planeraepolleη ites cf. mullensis (Simpson) Li m 

(도딴 64 그럼 5-7 ) 

화분알쟁이의 크치는 23-33μ 이다. 색은 황색 또는 황깔씩이다‘ 화분얄쟁이는 셰개의 화분구멍 

을 가진다. 화분구멍두리의 외각은 두꺼워져 안팎으로 도드라졌다. 800배의 현미경 A호 보연 외각 

은 두개의 층5!-로 냐타냐는떼 외외각(최외각)보다 내외각이 화분구맹우리에서 펴 푸컵계 냐하난 

다. 외각의 표연은 구불구불한 그울모양구조흘 이후고있다. 외각의 표변에는 외각이 두꺼 워져 생 

긴 활모양여가 화분구멍들을 이루연셔 도드라졌다. 황모양떠는 비교적 흉다.(1.8-2.1μ ) 화분은 원 

삼각형을 이루고있다. 

산지와 충위 황해북도 i챙산군 산성 ;>1 의 봉화산홍 

Ulmoideipites Anderson , 1960 

Ulmoideipites cf. planeraejorm is And. 

(도판 64 그렴 8-9 ) 

화분알갱이의 크키는 25-30μ 이다. 색은 진한 황색 또는 황깔색이다. 화분알쟁이는 。}등극형 

이며 극쭉5!-~ 압작한더! 예개 또는 다섯채의 화분구멍융 가진다. 국연에셔 보연 네개의 화분구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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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가신 화용홉곽윤 정양행。l Jl 다섯개의 화훈구t생용 7}씬 화분은 5각형야다. 매변은 직션이거나 

약간 요우랴쳤으벼 걸이는 셔효 다르냐， 화분구명의 해청은 2.5-3μ 。1 다. 화분구영은 적도연융 

따라 얘칭 휴윈c ，，]대칭으로 놓여았다. 화분구맹푸iè-]의 외각에는 매 화분우t생들을 잇Jl있는 치멸한 

띠카 있다. 

이 여는 활모양으효 생 7] 였으냐 거의 직선 cl 아니면 화분알'1 "1 의 중심요로 약간 휘였아. 

화분알갱이의 외각의 우께는 1-1. 3μ 이다. 파관구맹에 샤까워점에 화라 우꺼워진아. 외각은 

우칠서하Jl 구훌구봉한 혹요양 구초를 。1 루고있아. 화훈얄쟁이의 환곽션은 약한 율결모양으로 4-
싹녔다. 

산지와 총위 횡-해북도 형산군 산성iè-j 봉-확산홍 

Ulmoideipites krempii And。

(도판 64 그렴 10) 
화분의 크 7) 는 18-25μ 야다. 색용 걱1한 황색 또는 황강색이다‘ 

화분양갱。1 는 。}등극형야고 세채 또는 너l 껴의 화분구멍융 가진다. 극쪽에셔 보았을 때 화분얄 

7~ 이의 결포얀관 보흥 원상각형 "1 야‘ 화분구명은 큰뎌l 적도 혹은 야적도면우에 놓얀다， 화분구℃성 

찌 석경은 약 2.5-2.7μ 이다 화분구영의 정모양:은 원행 또는 하원행어다. 활오양떠오 약하제 냐 

하난다- 외각의 우께는 1-1. :lμ 이아. 화분구명우려에서 외각은 약간 두꺼우며 우늬는 구불구볼차 

L께- 회 분얄쟁 이외 륜-팍션은 약한 물갤 모양이 다. 

상);，와 총위 황해북도 형산군 산성 러 봉착산롱 

I ’riporopollenites Pflug , 1953 

Triporopolle r.μtes plicoides Zak l. 

(도관 64 그램 11) 

화분얄갱씨의 표치늠 19 .5~.27μ 이다. 색은 잔한 황색 또는 황갈색이다. 화분얄쟁이의 모양;은 

세채의 화분二F맹따 셰껴의 활오양여를 까진 원상각행야다， 활오양며는 한 화분구멍에셔 다른 화분 

-7-맴으로 잇닿았는뎌l 띠는 원/암각행의 해변에 거의 팽행 01 다. 외.<}용 111 교작 애끈하다. 외각의 특 
성은 Betula plicuide8 화분파 바슷하나 앓은뎌!서 구별된다. 

산 ÃI있 종위 향해북도 i생산군 산성 터 봉확산흥~ 

7'r íporopo llenites robu8tu8 P f1. 
(도딴 64 그험 12 ) 

화분얄챙 야의 크끼는 18-26 ‘ 7μ 이 다. 씩 은 선한 황색 또는 황칼색 이 다. 화분알갱 이의 오영:은 
세채의 화분二F멍을 가진 켠상각형이다. 회분구영플사이의 거리는 같다. 화분규L맹들은 적도연우에 

놓인다 외각은 "1 일하여 보흥 주릉을 。1 루지 않는아， 외각의 두께는 1-1. 3μ 이아. 오14의 표연에 

는 알쟁이모양의 우늬까 있다. 외각의 륜팍션은 비교적 평탄하다， 

산지와 증위 횡 해북도 평산군 산성 iè-] 봉화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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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컵 1-2.Pseudohyria sp. 1. 1-완조가비 옆에셔 본것. x1. 2-용「근조샤바 흥쭉에셔 본것， x1. 

황해북도 i영산군 룡궁리 봉화산홍 

二l렴 3-4. P seudo hyr ia sp.2. 3- 요흔조가 llj 옆에셔 본켓， X 1. 2 ， 4- 원초가벼 옆에셔 본것， 
x l. 황해북도 i챙산군 룡궁리 봉화산홍 

그링 5-6. Trigonioides sp.15- 왼조가바 옆애셔 본것， x 1. 6- 원조차비 옆에셔 본것 x 

1.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려 산성리홍， 룡궁썩 봉회산홍 

그램 7-8. Trigo η ioides sp. 2.7 원조가비 옆에서 흰-것， x 1， 8-- 펀조가비 옆에셔 본것 × 
1. 황해북도 챙싼군 용궁려 흉화산롱 

二l 엽 9. Tr igo nio id es sp. 3 ，왼조가비 옆에셔 본것， x 1. 황해북도 X쩡산균 용궁. 31 봉화산풍 
그텅 10. Trigonioide8 sp.4. 요은조까>l] 옆얘셔 본것‘ xL 3. 평얀좌 ~L 학천꾼 -릎곡리 박 

현흉 

도판 2. 

그핍 1. 6. Trigo π ioides sp.4.1 ←→요른조샤벼 져려， x 1. 3 ， 6- 원조가꾀 옆에서 본것， 팽안 

북도 약천 군 률욕3] 

그행 2-5. Trigonioides sp.5.2.3.5- 요흔조가비 옆에셔 본것， X L 4- 왼초자벼 잎에서 혼 
것. x 1.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리 봉화산흉. 산성썩 산성 3] 홍 

그링 7-8. !noceramultι1 ha.npoeηsis Yun , 7 완조가비 옆에서 본것. x 1. 8- 원조가비 옆 

에서 본것. x 1‘ 4. 황해북도 형산균 룡굿 31 봉화산풍L 

그컵 9-11 ‘ lnoceramulla goπ ia Yun ,. :}←-원조가벼 옆에서 본것. x 1. 10- -1옹근조깨버 똥·짧 

에 서 본것 x L 11- 오륜조카바 옆에 서 본것 X l. 향해북도 평산군 흉궁，，1 봉회산홍 

그램 12-13. Inoce l' amulla plex Yun , 12←현조샤비 옆에셔 본것. X 1. 13- 원조카벼 옆에서 뽕 

것 • X 1.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 봉회산흉 
그렴 14. MeTe trix(Callista). chinensi .s Chemnít. 오른조가>11 옆에셔 불‘것 x l， 황해북요 

형산군 룡궁리 봉화안흥 

그헝 15. Pleμromya sp. , 윈조가비 옆에서 본것. X 1. 3. 황해북도 형산군 흥공·려 봉화산홍 

도판 3. 

그렴 1-2. Nem estheria yunnaneπsis Chen , 1- 요른조가비. x8. 2- 오은조카바 . x8.2 , 

평 양시 만경 대구역 활골 한봉산홍 

그쉽 3. Nem esthe r: ia jiutai-ensis Zhang et Chen, 완조기-비， x7.5. 앵양지 만갱대구역 팔 

끌 한봉산홍 

그램 4. Palaeolimnadia exiensis Shen , 오은조가비 • x 13 , 황해북도 송렴시 신성 "'1 송렴 

산홍 

그렬 5-6. Palaeo /imnadia baitianbaensis Chen. 5 오은조 7} >lj. x9.3. 6 완조가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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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황해북도 송림시 신성려 송렴산롱 
그렴 7-8. Palaeolimnadin gμaπgxiensis Chen , 7-완조가비. x8.3. 8- 완조가비. x8. 황 

해북도 송랭시 신성e-1 송렴산흉 

그램 9. Palaeolimnadia intermedia Shen, 오를조가비. xO ‘ 4. 황해북도 송럼지 신생러 송 

령산롱 

그렴 10. Palaeolimnadia menglaensis Chen , 요릎조가비. x9. 항해욕도 송혐 λ1 신성려 송 

평산롱 

그링 11. Euestheria shizibaoensis Shen 오릎조가비. x9. 항해북도 송링서 신성려 송렴 

산홍 

그램 12. Euestheria complanata Chen. 원조가바. x7.8. 황해북도， 송렴시 신성리 송령 

산흥 

그렴 13. Diaplexa guandaoyaensis Shen , 완조가"l.x 10. 황해북도 송렴 서 신성 리 송렴 

산롱 

그램 14. A ηyuanestheria truncata Shen 요른조가비. x 10.5. 황해북도 송령지 신성 ;;.1 송렴 

션흉 

그평 15. Eosestheria ovalifo.rmis Chen,. 원쏘가비. x4.6. 형얀북도 신의주시 액로」홍 신의 

흉
 

* T 

도핀 4 

그렴 1. Eosestheria intermedia (Kobayashi et Kusumi) , 요흔조가비 .x4.5. 평얀북도 신 

의주λ1 백효통 신의주홍 

그램 2. Eosestheria chii , (Kobayashi et Kusumi). 오른조가벼， x3.6. 평얀북도 신의주 

시 백호홍 신의주홍 

그렴 2-4. Eosestheria middenaor fii (Jones) , 3- 오른조가바 , x5. 4- 완조가1'l1. x4.7 , 

뺑얀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롱 

그렴 5. Yanjiestheria endoi (Kobayashi et Kido). 오른조가비 , x4.6 , 형 얀북도 신의주 

시 백호통 신의주홍 

그렵 6-7. Yαniiest her ia iiao heeηsis Chen , 6- 오른조가비. x 5. 1. 7- 오른조가바， x4.7 

앵얀북도 신의추서 백호통 신의주통， 함경북도 온성군 세션리 셰션롱 
그랭 8. Yanjiesther ia saito i (Kobayash i et Kusumi). 완조가비 x5. 평얀북도 신의주 

시 백 3효통 신의주흥 

그링 9-10. Yanjiestheria halobiformis ‘ (Kobayasi et Kusumi). 9- 오른조가비， x5.3 형 
얀북도 신의주시 백호통 신의주롱. 10- 오른조가 B] ， X5.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셰션롱 

그링 11. Yaπjiest her ia kutsaπgkouensis (Kobayashi et Kusumi) , 오른조가비 • x3.8 , 평 

얀북도 신의추시 백호동 신의주홍 
그령 12-13. Yanjiestheria yuπeπensis (Chang et Cnen) , 12- 요른조가바. x4.5. 요른 

조가1'l1. x4.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세선롱 
~렴 14. Yaηiiest her ia siπensis (Chi). 량조가비. x3.7. 항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세선롱 
그럼 15. Yanjiestheria longa Chen , 원조가비. x4.7. 팽안북도 신의주시 백호통 신의주홍 

도판 5 

그렴 1. Yanjiestheria longa Chen’, 요은조차비. x5. 항경북도 옹성군 세선려 셰씬홍 

그링 2. Neodiestheria gigantea Chen, 원조가1'l1. x4.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세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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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 Diestheria longiπgua Chen. 오흔조가비 . x4.8. 형 안혹도 신의주시 백초홍 신의주홍 
그링 4. Neodiestheria changdo πgensis C he n. 호릎조가 "1. x4. 합경 북도 온성 훈 세션려 

셰선홍 

그렴 5. Neodiestheria dalaziensis Chen. 오릎조가비. x 5.3. 함경북도 온성군 세션러 셰 

선홍 

그렴 6. Yanjiestheria saitoi (Kobayashì et Kusumi l ，요른조가바 x4.7. 쟁얀북도 신의주 

시 백호동 신의주롱 

그램 7. Orthestheria lanxiensis Chen , 왼조 가비 • x9. 자강도 중간군 장흥리 련 우려 홍 

그림 8-9. Orthestheria huπgshaikoμensis (Chang l. 8- 오른조가비. x6.6. 9- 요픈조가 

비， x7.5. 자강도 중간군 장흥려 현우리롱 

그령 10-11. Orthestheria intermedia (Chen l. 10- 오른조까벼. x9. 11- 원조가비 x 

9.5. 자강도 중창군 창홍랴 련우리 홍 

그렵 12-13. Orthestheria remiformis Chen , 12- 오른조가""1. x7.5. 13- 오른조가>11. x 

9. 자강도 중강군 장흥리 련우리롱 

그령 14. Or thest her ia asmussiform is (C hang l. 원조 가바 , x 10 , 자강도 중창군 
장홍려 변우리홍 

::L 렴 15. Orthestheria leduensis Chen. 오른조가비 , x6.6. 자강도 종강균 장흥리 련우 
i?-] 흉 

그링 16-17. Orthestheria opsis tongfosieηSIS Chen.16- 완조카 "1 ， x7. 7. 17-왼조 가 비 .X 

7.5 , 자강도 중강군 장흥려 련무리롱 

그렴 18. Paranestoria cf. 10ηgshanensìs (Chen et Shen l , 원조가비 • x8 , 자강도 전천 
군 운송구 봉천봉롱 

도판 6 

二l 렴 1. L imnocypr idea pyongsanensis Lee. x 60. 황해북도 형산균 팽화려 평화i?-] 롱 

그령 2. Limηocypridea osμr iensis Lee. X 60. 자강도 중강군 요수리 룡성롱 

그링 3. Limnocypridea cf. osuriensis Lee. x50. 자강도 중강균 오수려 룡성롱 

그링 4. Limnocypridea incurva Lee. x50 , 자강도 중강궁 으수ç.1 홍성통 

그링 5'~l. Sinizuia triangularis L.ee , x50.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홍 

그링 8. Sinizuia formosa Lee. x60.평안북도 씬의주시 백호홍 신의주롱 
그험 9. Advenocypris s.p. , x 30. 평얀북도 박천군 중냥리 봉수홍 

그럼 10. Cypr ídea zμηgange ηsis Lee , x 45 , 자강도 중강균 오수려 룡성 흉 

도판 7 
그렴 1. Cypridea pyonghwariensi8 Lee , x 40. 황해북도 팽삼군 평화러 평화러롱 

그링 2. Cy prid'ea aff. pyonghwariensis Lee. x 40. 황해 북도 은파군 초구리 청 촌홍 

그렴 3-5. Cypridea t080 ηgensis Lee. x 50 , 평얀북도 신의주시 백효통 신의주홍 

그램 6. Cypridea 8imchonensis Lee. X40. 황해북도 은파균 초구려 칩촌롱 

그렴 7. Cypridea' hwangbukdoensis Lee , x 40. 황해북도 은따군 초구리 첨 촌롱 

그럼 8. Cypridea medi8cris Lee. x 40. 황해북도 은파군 초구러 침촌롱 

그램 9-10. Cypridea cf. globra Hou , x55 , 평양지 만경대구역 룡봉ç.1 대보산흉 

도판 8 

그령 1-3. Cypridea ryongaksaπeπsis Lee , X 50. 형양시 얀경대구역 룡봉리 얘보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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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렴 4-5. Cypridea caν ernosa Ga\. , X50 , 행얀북도 신의주시 백효홍 신의주롱 
그램 6-8. Cypridea dístorta Lee , x 50. 함경북도 온성군 셰선리 셰션롱 

그험 9-10. Cyprideα aff , distorta Lee , x50.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러 셰선홍 

도표 11 

그림 L Cypridea sp. , x 40. 항경북도 온생 군 셰선려 세션홍 

그 댐 2-3. Cypridea oversa Hou , x 30.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려 셰선롱 

그럼 4. Cypr idea comrnutata Lee , x 30. 함경북도 온성군 세션려 셰선홈 

그렴 5-1. Moπgolocypris yanjienslS Gou. , x 40. 합경북도 옹성 군 셰선리 셰선홍 

그렴 8-9. Mongolocypris cf. yanjiensis Gou. , x 30 , 함경북도 온성균 셰선ï>] 셰선」풍 
그렴 10. 12. Cypridea sehoeπsis Lee , x 35 , 행얀냥도 운덕군 서호구 봉수흉 
그램 11. Cypridea hystrieosa Lee , X 30 , 황해북쪼 은파꾼 초구리 침촌흉 
그링 13-14 ‘ 앙aedongaη gia placida Lee , X 30. 팽양시 송렴상홍 

그령 15-17. Ziziphocypri8 simakovi (Mandl , x45 , 함경북도 온성군 채션썩 쩨상황 
그링 18-20. Pyongyangia ηcogηata Lee , X 30 , "쟁양시 송 i집산홍 
:l렴 21. Lycopterocypris debilis Lüb. , x 3D , 자장포 초산군 현j유 ?-I 현」우i31 흉 
그램 22. Ussuriocypris mμ tler Mand. , X 50. Ã~ 창í 초산균 변-\'-i31 련우리홍 

도환 ，。

그렴 L Cypri냥ea cartorostrata Hao , X45. 자강도 중강균- 오수;3-1 흥성홍 

그립 2. Dαnνtηula ryonmuriensis Lee , X 50. 자강도 초싼군 현우리 랜우히흥 

1 험 3. Dα1"winμ111. glaber Lee , X 65 , 팽얀북도 신의주시 백호몽 선의주홍 
그험 4-5. Ussuriocypris μ88μ?’ ica Mand ‘ x 45 , 지캉도 초산군 려우려 현우려흉 

그헝 6. Darwinula am. nokangensis Lee , x70. 평안북도 신의주셔 백효옹 신의주홍 

그협 7-9. Darψiπμla t μbiformis L바.， x60. 평안북도 박천군 중낭썩 봉수종 

;ι 쉽 10. Dαrwiπμl'a presiosa Lee. x70 , 팽얀북도 신의주시 백효똥， 신의주홍 

도딴 11 

I 
그힘 1-5. Ephemeroρsι8 8!ηtjueηsis Kim.l-x 1. 2. 2-x..::-•. 3-x 1. 5. 4-XL2. 형 

2 

도 신의주샤 백호홍 신의주홍. 5-- x 2, 함경북도 온성군 향단i!-] 세선홍 

그링 6. Sinaeshnidia sp. , x 1. 형얀북도신의주시 백로동 신의주홍 

그링 7‘ Archαeogomophus babius Lin. x 평 얀북도 신의주시 백로동 신의주훔 

도딴 ’2 

그럼 1. Meso ‘~lattÎna sesonensÎs Kim , x8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 셰선홍 

그램 2. Mesoblattina sp. , x2. 평 얀북도 신의주시 션상흥 신의주롱 

그램 3. Parahagra c f. sibir.i ca Shalov. x 1. 2, 형 얀북도 신의 주지 백 효통 신의주롱 
그램 4--7. Coptoclava longipoda Ping , 4, 6 , 7- x 1. 함경 북도 온성 군 향당려 셰선롱. 5 ‘ 

x l. 평얀북도 신의주시 백호동 신익주홍 

도판 13 

그링 Oηsongia (se8oneπsis) onsongensis Han , xO.7 , 함갱북도 옹성군 향당러 세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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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그램 1. Si πamia sesonensìs Han , x 1. 함경북도 온성균 향땅리 세션흉 

그령 2. Lycoptera gracilis Han , x2. 팽얀북도 신의주시 백호홍 신의주통 

도판 15 

그링 1. S inam ia ω angzα esaηensis Han , x 0.5. 항경북도 온성군 향당려 셰션훔 

그L 렴 2. Dum angia dum a πgensìs Han , x 1. 항경 북도 온성 군 향당려 셰션롱 

그링 3. Lycoptera baektoriensis Han , x 2. 평얀북도 신의주시 백호통 신의주홍 

그링 4. Lycoptera cf. jerox Grabau , x 1.영 얀북도 신의주시 백 3ξ통 신의주롱 

도판 16 

그림 Ditomophalangia amnokgangensis Ha n , x 1.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효통 신의주흥 

도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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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 ‘ L 8. Nεocalam ites cavrerei (Zeill) Ha ll.e , 1 잎이 달린 줄치， xO ‘ 5. 자강도 중간 

군 호하 중장홍， 8 ←대(줄치). xO.5 함정닝도 -&1 천군 정평러 장파"']흉 

그링 2---5. 7. Eq u. isetites fergane ηsis Seward , 2. 5-. 영초， x 1. 3 ‘ 4. 7 황정익 x l, 

항경당도 허천군 장평".] 장펴"'] 홍 

그험 6. Neocalam ites sp. , 대(줄기) x 0.5 함경낭도 허천군 장평<'] 장파"'[풍L 

또판 18 

1 럼 1~6. Neocalamites caν rer'ei (Zeill) Ha l1e , 1. 3- 잎이 달펀 대 (줄기 ), X 1. 자강 

도 중캉굽 후하 중강롱. 4~5- 대 (줄커 ), x L 평 양시 대성 구역 대성산 송링산홍 .6.-x l. 힘 경 남 
도 허천군 장평리 장파리롱， 2 횡철약，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리 창파리통 

또판 19 

:'1. 컴 1. 3. Neocalamites cαvrerei (Zei Jl ì Halle. 1- 마 다 샤 보 훈왼 줄치 , x 1. 평 양시 CJl 

성구역 대성산 송림산홍. 3- c닝초， x 1. 함정낭도 허천 군 장평리 장파려 홍 

그컵 2, 4. Maratliop8is mu.ensterì (Goepp.) Schimper , 2 →잎 x 0.5 , 4 →잎， x 1. 함경 
남도 허천군 창팽리 장파러풍 4 회 

그램 5. Clathropíeris meniscioides Brongn. , 잉 x l. 자강도 중강군 호하 중강롱 

l 링 6. 7. Co η ioPleris hymenophylloides (B rongn.) Seward , x 1. 항경 냥도 허천 군 장평 
리 장파<']홍 -

도판 20 

그립 1~5. Coπ iopteris b μreiensis (Za!esky) Seward. l, 2, 4.5 • x 1. 평 안북도 신의주시 백 

로동 신의주롱.3-x l.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리-홍 

그럼 6. 7. Coniopteris hymenophyll r; ides (B rongn.) Seward , 6 • x 1. 자강도 전천군 전 

천융 룡성홍‘ 7 - x 1.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롱 

그링 8. 10 , 11. Sphenopteris sp .• 8-x l. 형 얀북도 신의주시 와이흥 신의주롱.1O，1l -x 
1. 자강도 션천군 전천읍 봉천봉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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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9. Conψpteris silapensis (Pryn.) Samy l., x 1‘ 자강도 초산군 초산읍 련무리 롱 

그렴 12. Adlα ntites sewardi Yabe , x 1. 자강도 중강군 오수려 룡생홍 

도판 21 

l 렴 1. 2. Coniopteris burejensis (Zalesky) Seward , 1- x2. 2- x 1. 평얀북도 신의주 

시 백효통 신의주롱 

그램 3. Coniopteris silapensis (Pryn.) Samy l.. x 1. 자강도 초산군 초산읍 련푸랴롱 

그렴 4. 5. -Spheηopter is ηitidula (Yokoyama) Oish i., x 1. 평얀북도 신의주시 와이통 

신의주롱 

그렴 6. 7. 0ην chiopsis elongata (Geyler) Yokoyama. x 1. 평안북도 운전군 통상리 박 

천홍 

그램 8. Ruffordia goepperti (D unker) Seward , xO.7. 평 얀북도 신익주시 백호동 신의 

주롱 

그램 9. Pterophyllum sp.2 , x 1.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리 흥 

그럼 10. Otozamites SP'3 X 1. 자강도 우시군 북상"-] 봉천봉롱 

도판 22 

그 링 1. 2. Onych ιopsis elo ηgα ta (Geyler) Yokoyama , x 1. 함경 북도 온성 군 향 t깅 리 세 

상흉 

리롱 

그럼 3. Ruffordia goepperti. (D unker) Seward , x 1. 함경북도 온성 군 향당 "-1 세선통 

그럼 4. Czekanowskia setacea Heer , x 1.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무려 흥 

그럼 5. Czekaηoα skia rigida Heer , x 1. 자강도 초산군 룡상러 룡ι생롱 

그렴 6. Raphaelia diamensis Sew , x 1. 함경남도 허천궁 양응형러 룡성동 

그렴 7. Ctenis yamanarii Kawasaki , x L 함경냥도 허천군 장평려 장파러홍 

그램 8. Pαdozamites angustifolia (E ichw. ) Heer , x 1. 자강도 조산군 련우리 련우려 홍 

도판 23 

그럼 1. Cladophlebis de η ticulala (B rongn.). x 1. 자강도 중강긍 호하 중강홍 

그 램 2. Cladophlebis nebbeηsis (B rongn.) Nath. , xO.8. 항갱 냥도 허천 군 장형 러 장파 

그럼 3. 6. Cladophlebis haiburnensis (L. et H.) Kawasaki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 

리 장파리롱 

그렴 4. Cladophleb is sp. , x 1. 평 양시 대성 구역 대성산 송림산롱 

그램 5. Cladophlebis asiatica Chow et. Yen , X 1. 함경냥도 허천군 장i영려 장파리홍 

도판 24 

그럼 1. A πomozamites inconstans(Brongn.). X 1. 항경냥도 허천군 장평리 장파리롱 

그렴 2‘ Clathropteris meniscioides Brongn. , x 1. 함경낭도 허천군 장평러 장파리롱 

그렴 3. Pterophyllum sp. 1, Xl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전천란광) 룡성홍 
그렴 4. Pityophμlμm longifolium Nathorst. , x l. 함경남도 허천군 장형라 장파려홍 

그램 5. Ctenis cf. chinensis Hsu. , x 1. 항경낭도 허천군 장평리 창파i'-1 흥 

그럼 6. Equisetites ferganens.is Seward , 형절막.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리 장파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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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7. Ctenis sp.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i쟁리 창파려통 

그렴 8. Taenioptevis sp.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려 장파리홍 

또판 25 

그렴 1. C tenis sp.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리 장파리롱 

그링 2. Equisetites sp. , 쇠띄기의 엽초. x 1. 자강도 초산군 련푸리 련우려롱 

그렴 3. ’l’aeηiopteris stenophylla Kryshtof。、'ich , x 1 항경 남도 허천 군 장팽 려 장파 

려흥 

그럼 4. -Taeniopteris c f. richthofeni (Schenk) Sze. , x 1.항경 남도 허천 군 장팽 1"1 장파 
리롱 

그헝 5. 7. Pterophyllμm nathorsti Schenk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장평리 장파러롱 

그렴 6. Cteη is yamaηar ii Ka wasaki , x 1 ，함경낭도 허천균 장평리 장펴·러홍 

도판 26 

그렴 1. 5. 6. Baiera cf. gracilis Bunbury , x L 1-자강도 초산군 룡상러 룡성 롱. 5. 6-

낭포 λ1 천러마구역 대보산 대보산롱 

리흥 

그림 2. Gi~kg{) cf. sibirica Heer , x L 천경냥도 허천군 장평리 2앙파려릉 

그렴 3 ‘ Ciηkgo sibirica Heer , x 1. 지 강도 중캉균 호하 중 강흥 

그령 4. S'phenobaiera longifolia (Pomell FIorin , X 1. 항강 남도 허천 군 장팽 ,,1 장파 

도판 27 

그램 1, 2. Eguiseti!cs s ]J 1 , X 1. 신의주 백호똥 신의주통 

그령 3 , 4 ‘ Equiselites 'U shimarensis (Yokoyama) .. 3'-x L 팽얀북도 신의주시 백호동 

씬의 주용. 4 • x l. 자강도 중캉푼 오수 "'1 룡성 롱 

그렴 5. Sagenopteris sp .• X 1. 자강도 초산군 초산읍 련우i3-]흥 

二L 럼 6. PterophyUum sp. 1 , x L 자강도 전천 군 전천융 룡성롱 

그런 7 , 9. Otozamites sp. , x l, 자캉도 우시 군 북상러 봉천봉흥 

二l 렴 8. Nilssonia sp. 1. x 1. 평안북도 신의주 션상통 신의주흥 

그헝 10. Otozamites sp. 2, x l.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21 봉화산 롱 
그럼 11. Otozamites sp. 4 , x l. 황채북도 평산군 산성 ~1 봉화산룡 

::'L 험 12. PterophyLLum cf. bureiense Prynada , x 1. 함경남도 허천군 양음형리 홍생롱 

도핀 28 

그렴 1. 5. Baiera cf. gracilis Bunbury , x 1. 자강도 초산군 흉상리 룡성 롱 

그렴 2. Czekaηowskía setacea Heer , xO.8. 자강도 초산군 흉상리 련우리홍 

二L 렴 3 , 4. 6 , Ginkgo sibírica Heer.3-xO.8 , Czekanowskia setacea Heer와 함께 없 

다， 자강도 초산균 흉상려 련우리홍 4- x 1.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룡성롱.6-x l， 함경남도 

허천군 양음평러 홍성롱 

그링 7. Baiera gracití8 Bunbury , x 1. 자강도 전천 군 전천 읍 룡성 롱 

그렴 8. Phoenícopsis angustifolía Heer. x 1. 자강도 초산 군 룡상리 련우리 롱 
그렴 9. Ginkgo sp. , X 1. 평얀북도 신의주시 백호통 신의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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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그램 1. Bal{'era gTacilis Bunbury , x 1. 샤강도 초산군 룡상 el 랜우리풍 

그램 2. 7. 8. 9‘ Ginkgo sióiric l1 Heer , x 1. 자강도 초산 군 향상러 란우 "'1 흉 
그럼 3. Glnkgoites jampo!ensis (E ‘ Lehedev) Krassílov 명 얀복도 신의 주시 B~ 포폼 신 익 주 홍 
l 펌 4. 6. 10 ‘ Phoe η iCOP8is specl:osa Heer , 4. 6 • x l, 밀풍에 짧은샤지(단지)가 붙어있 

음， 자강도 초산균 떤무러 련'i'- "'1 흥. lO ~x l， 랑강도 똥셔군 우포러 룡성홍 

그램 5. Phoenicopsis anguslifo /i a Heer ‘ x l, 샤강도 초산군 련우리 i쉰우려롱 

도판 30 

그깎 1. C zeb α now sk iα set',cea Heer , x 1. 지강도 션천꾼 션천읍 냥/닝동 

←1 럼 2. Czekanowskia rigid이 Heer x 1 샤 강도 초산군 룡상러 랜무 "'1 홍 

그림 3. 4. 6. 7. 10. Ginkgo 8l61ric α Heer. x 1. ;;~강도 전천군 션전읍 룡성흉 

二Z 럼 5. Ginkgodes Jampole ηSi8 (Ee Lebeder ì Krassiloι x l, 평 얀북도 신의주시 백 호동 

신의주풍 

그펌 8. Gl ηkgo cf ‘ fepiil α He얀 ~x 1. 까강도 초산군 룡상 21 럭과우려풍 

;ι 탬 ge Ginkgo sp .. X 1. 샤강도 초산군 룡상 21 띤푸 2'1 롱 

그캠 lL Glη kgo cf. h71ltoni (Sternb. Hcer , x 1. 량강도 풍셔균 우호.21 용성홍 

그링 12. BaÎera (o 7! cin ηa (Hεer) Kawasaki , x I, 량강도 풍셔군 우포려 풍성흥 

도판 31 

二I 럼 1. Pin71s Spe , X L 향해복도 평산군 산/녕 "'1 봉화산동 

그링 2. Pil ,lj ostro6u8 sp. L x 1. 6 ‘ 샤긴 도 우 시닝 북상러 봉천봉홍 

그럼 3. Pit ,lj o{epis? 0ναtμs Toyama et Oishi , x 1. 샤캉드 초산군 련푸리 렌우 "'1 통 

그램 4e P it:ij 0 spermum Spe 1. x 1.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 본화산흥 

그 램 5 , 6. 7. 9. Carpo{ithe8 C/η cl718 Nathorst , X 1. 5 →자강도 중강눈 요수리 룡성롱， 

6 량강도’ 풍서 군 우 :'L íJI 홍성 흥， 7. 9 지강도 초산 군 련무리 련우 려 흥 

리흥 

려롱 

그램 8. Carpoiithes heeri Turutanova~Ketova ， x 1. 까강도 중강꾼 오수리 양성 롱 

그험 10 ‘ Carpolithes karα !ov ic μ8 Tur~keto ， 자강도 초산군 펀우려 련 우 려 흥 

그림 11, Abies sp. , X 1 황해북도 i생산군 산성 "'1 봉화산흥 
그럼 12. Pityostroóus sp. 2, X 1. 3. 자강도 초산꾼 장호리 련무 "'1 흥 

二L 렴 13. Pityosperm71m sp. 2 , X 1. 량강도 풍서군 상"1 룡성동 

그렴 14. Brochyphyllμm sp. L x L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봉천봉흥 

그링 15. Podozom ites {a ηceolot71s (L. et H. ) Braun. X 1. 자강도 초산군 련우통 련 우 

그럼 16. Elotociad71s constricta (Feistmantel) Oishi , X 1. 자강도 초산군 련우리 련우 

그 렴 17 ‘ N il880 nio Spe 2, X 1. 자 강도 초산 군 초산 읍 련무러 홍 

도판 32 

그럼 1. 10. Podozamites lonceolatus (L. et H. ) Braun , X 1. 1 함경 냥도 허천 군 장i영 

려 장파 <>1 롱， 10←평얀북도 신의주시 백로통 신의주롱(엽지개화석이 항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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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odozamites angustijolius (Eichw.) Heer , x L 평얀북도 신의주시 백 효통 11 의 

주홍 

그링 3. 4 , 6. Elatocladμs ηwnchurica (Yok. ) Yabe , x 1. 3 • 량강도 풍셔 군 상리 청-성 

풍. 4 함경납도 허천군 양음평리 룡성홍 .6-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룡성통 

二l 링 5. Elatocladμs sp. , x 1. 량강도 풍셔군 상러 홍성롱 

그링 7. BrachyphYllum j ‘'q ponicum (Yokoyama) Oishi , x 1 자강도 전천군 젠천읍 봉천봉-롱 

그렴 8. Pityophyltum πordeηskioldi Heer x 1 평얀북도 신의주시 뼈로등 잔의주홍 

그램 9‘ Cyparissidium sp .• X 1. 자강도 전천군 전천융 봉천봉풍 

도판 33 

그렴 1. Podozamites lanceolatμs (L. et H. ) Braun, x 1. 함경북-도 온성군 향영러 세 

선롱 

그펌 2, 10 , 11. Elatocladus maηchurica (Yok. ) Yabe , 2- x 1. 함경 남도 허천 군 양음형 
려 룡성홍.1O -x l. 자강도 초산군 련우러 변우려흥. 11- x2. 량강도 풍서군 장러 룡성흥 

그→헝 3. 6. Pagiophyllum sp. 1, x2 , 3 황히]북도 평산군 평 화려 평화퍼 흉， 6 • 함경 북 도 온 
성군 항:당러 셰션롱 

그림 4. Frenelopsis cf. parceramosa Fontaine , x 1. 황해북도 평산궁 산성섹 봉화산흉 

그령 5. Manica /aν eolalata Chow et Tsao. x 1. 5 , 황해북도 평산푼 산성 rt] 봉화산-롱 
그립 7. Brachyphyllum ningshiensis Chow et. Tsao , x4. 평 안북도 신도군 바 단섬 

진흥 

그령 8. Brachyphyllum obesum Heer , x 2. 함경북도 온성 군 행:당<>] 셰션홍 

그림 9. Cy par issid iμη1 sp .• x 1. 5.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양천봉롱L 

ι」‘
T 

도판 34 

그림 1. Pagiophyllum sp. L x L 2.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봉화산통 
그~험 2, 9 , 10. Cyparissidium sp. , x l.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봉천봉흥 

그 링 3. Brachyphyltum ningshiensis Chow et Tsao , x L 황해 남도 얀 악군 꿀산리 한봉 

산롱 

그링 4. Manica papillosa Chow et Tsao , x 1. 황해남도 재령군 석란러 한봉산풍 

그렁 5. Brac h.'1 ph yllμm obesuηl Heer , x 1. 함경북도 온성군 향당러 셰선롱 

그립 6. Podozamites lanceolatus (L. et H.) Braun. x l, 팽얀북도 신의주시 백3'.통 신의 

흥
 

주
 

1 

그램 7. Brachyphyllum sp.2. x2. 자창도 전천 군 전천 융 봉천봉통 

그럼 8. Pityophyllum nordenski‘ oldi Heer , x2 ,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로홍 신의주흥 

그링 11. 12. Frenelopsis cf. parceramosa Fontaine , x 1. 황해 남도 채 령 군 금산 한봉 

산홍 

그링 13. Brachyphyllum sp. 1. x 1.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봉천봉홍 

도펀 35 

二l 렴 1. Platanus embicola Vachvameev , x 1.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러 봉화산홍 

그링 2. 7. Platanus sp. 1. x 1 (2 ←어련잎 J. 횡해북도 형산군 산성리 봉화산롱 

그림 3. Populites pseudoplatanoides Lebedev. , x 1, 향해북도 팽산군 산성 ,,] 봉화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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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령 4. Populus sp. 2. x 1. 황해북도 i생산군 산생려 봉화산롱 

그령 5. P seudoaspid iophy IIμm cf. longifolium Lebedev , xO.5 ,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1 봉화산홍 

그렴 6. Da!bergites sp. , X 1. 황해북도 형산군 산성리 봉화산롱 

도판 36 

그렴 1, 2 , 8. ptgt(17lus e?7lbtcolQ Vachameev, 1- × 1, 2- × l 8--xL 황해북도 평산군 
2. 

산성il-1 봉화산홍 

그램 3. Maηicα dalatzensis Chov et Tsao , x 2.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 봉화산홍 

그렴 4, 7. Manica faveolatata Chow et Tsao , x 1. 4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 러 봉화산홍， 

7-황해남도 얀약군 굴산러 한봉산흥 

그램 5. S α 1 ix sp. , x 1. 2, 황해북도 팽산군 산생 ;;.1 봉화산홍 

그램 6. Trochodendroides sp. , X 1. 영애화석 •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봉화산롱 

도핀 3'1 

그렴 1. 3 , 5. Phoenicopsis speciosa Heer. x 1. 함정냥도 허천군 장평러 장파리풍 

그렴 2. Ginkgodium sp. (cf. G. Natnorst) , x 1, 자강도 중장군 요수 려 룡정 흥 

그험 4. Pagiophyllum sP .. X 2. 황해북도 굉산군 산성려 f완화산룡 

l 램 6. Populus sp. 1. x 1. 황해북도 쟁산군 산성 ;;.1 봉화산홍 
그 럼 7. Ginkgo digitaìa (Brongn.). x 1. 자강도 중강군 장홍려 룡성흉 

그렴 8. N iLsso nia or ie η talis Heer , x 1. 자강도 중강군 깎혹러 룡생흥 

도판 38 

그렴 1. Pityophylum nordenskioldi (Zeill.) Heer , x 1. 팽양시 대성구역 대생산 송펌상롱 
그렴 2. NeocaLam ites carrerei Halle , X 0.5 , 남포시 강서구역 옥가봉 송링산롱 

그렴 3. Otozamites sp. , x2 , 황해낭도 채령군 북지러 한봉산홍 

그램 4. 6. Carpo Li thes sp. , X 1. 낭표시 강서 구역 옥가봉 송링산롱 

그렴 5. Podozamites lanceolatμs (L. et H. ) Braun , X 1. 항경남도 허천군 장평"'] 장 

파리흥 

그렴 7. Onychiopsis elongata (Geyler) Yokoya’'ma , X 1. 황해북도 형 산군 산생 려 봉화 

산롱 

도판 39 

그링 1-12. Euaclistochara obesa Hu et Zeng , X 37. 황해북도 팽산군 한포리 봉화산롱 

그램 13-26. Euaclistochara mundμla (peck) Z. Wang et a l. x36. 황해북도 평산군 한 

포;;.1. 홍궁리 봉화산홍 

·그렴 27-31. Sphaerochara paragranulifera S. Wang , x35 , 황해북도 i영산군 한포러 , 룡 

궁리 봉화산롱 

그럼 32- 37. S phaeroc hara hùitangq iaoe πsis Hu et Zeng , x37.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 

리，봉화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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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그렴 1-9 , 33 , Atopochara restricta Grambast -Fessard , x 33. 황해북도 형산군 흉궁.，1 
봉화산롱 

그럼 10-12 , 31-32. Mfsochara hefengtiensis Hu et Zeng , x 38 , 황해북도 형산군 한 
포리 봉화잔흉 

그렴 13-15. Mesochara symmetríca (Peck) L. Grambast , x38.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 
;31 봉화산풍 

그헝 16-19. Mesoc hara vo luta (Peck) L. Grambast , x 37. 황해북도 형산궁 룡궁리 봉화 
산롱 

그럼 20-22. Mesochara stipitata (8. Wang) Z. Wang , x40.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리 봉 

화산홍 

그렴 23-26. Aclistochara laiae S ‘ Wang , X40 ,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리 봉화산흉 

그렴 27-29. Aclistochara caii 8. Wang , x31 , 황해북도 형산균 룡궁리 봉화산롱 

그령 30 ‘ Obtusochara mutica Hu et Zeng , x31 ,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리 봉화산롱 

도판 41 

그령 1-4. Aclistochara cf. rotunda Peck , x 34 , 황해북도 팽산군 한포라 봉화산풍 

그령 5-9 ‘ Aclislochara sp. , X 38 , 황해북도 평산군 룡 l .,) , 한포찌 봉화산홍 

그렴 10-12. Amht!νochara cf. sunaneπsis Z. Wang Zhao et Yuan, x 39. 황해북도 평산 
군 룡궁리 봉화산롱 

그컴 13-19. Amblyochara sp. , x39. 환해북도 형산군 룡궁려 , 한포，，1 봉화산롱 

그링 20-22. Maedlerisphaera sp. x 36. 황해북도 형산군 룡궁리 봉화산홍 

그령 23-25 , 29-30. MaedleriSphaera corollacea Huang et Xu , x38 , 황해북도 i영산군 
룡궁터 ? 한」얻，，] 봉화산홍 

그행 26-28. Psetd-'!ûochara shasltiensis Lu , x38 , 황해북도 형산군 한포리 봉화산통 

그렴 31-37. Pseudolα tochara shuangbaiensis Z ‘ Wang et a'l , x 38. 황해북도 형산군 흉 
궁려， 한포퍼 봉화산홍 

도판 42 

그평 1. Calamospora meso :ro ica Couper , x900 , 평 얀냥도 문택군 서·후구 봉수롱 

그렴 2-3. Lycopodiumsporites sp. 1. x 600. 2-평안남도 푼벽군 서호구 흥수롱 3- 평 

얀북도 운천균 가산리 봉수롱 

그렴 4. Lycopodiumsporites sp. 2. x 1200 , 형안북도 신의주지 현상동 신의주롱 

그렴 5-6. S elagiπellidites adspersus (Verb. ) Li rn, X 800 , 5- 팽 얀남도 문덕 군 룡반려 

룡반홍， 6- 황해남도 채랭군 경제원려 한봉산홍 

그 렴 7-10. Selagiπ.ellidites amicus Lirn , X 800. 평 안남 도 문 덕 군 인 홍려 룡반롱 

그렴 11-13. Setaginellidites dubius (Couper) Lim , l J. 13-X800 ,12- X 1100 ， 11- 평안남도 

운덕군 흉북리 룡반홍. 12- 황해 l캉도 채령군 석단리 한봉산롱. 13- 함경북도 온성군 세션러 셰션홍 

도판 43 

그험 1-2. Selaginellidites lonba πensis Lirn. 1 • x900 , 2--x 800 ，평안냥도운벽군룡북러 룡반홍 



104 

그링 3. Selaginellidites saev μ~ (Balme) Lim, x 1200. 앵 얀남도 분댁 군 산리 룡반흉 

그램 4. Selaginellidites scabrah‘s (C oupe r) Li.m. x 800. 행안남도 숙천군 철려 룡반홍 

二L 렴 5-6. Selagiπellidites simplex (Krasn. ) Lim. 5 - x 1100, 6 • X 800 , 쟁안낭도 문덕 
군 신리 룡반홍 

그 링 ‘7-9. Selaginellidites verrucosus (Cookson et Dettman) Krasnova , 7 , 8- x800 , 

9- X 1100 , 7- 평얀남도 풍덕군 셔호주 흉반홍， 8~9-.영안북도 박천군 맹하려 박천롱 
그렴 10-11 ‘ SelagineJl idite8 sp. 1. 1O -x800 , 11-X 1l00 , 앵얀납도 숙현군 창동러 홍 

반롱 
그럼 12-14. SelagineUidites spp. , x800 , 12-13- 함정북도 온생군 셰선리 셰션흉 14.-

평안남도 운덕군 용북려 룡반홍 
그램 15-17. Osmundacidites w. ellmanii Couper , X800. 15- 팽얀낭쪼 축훨표ι 첼하 룡반 

롱， 16-17- 형 얀북도 학천군 중냥리 봉수홍 

:s::.딴 44 

그험 1-2. Osmundαcidites elegaπ8 (Verb.) Li m, x800 , 1- 뺑였않￡ 숙천꾼 젤랴， 

2- 운역군 셔호구 흉한흉 

그렴 3. Appendicisporites c f. caμCUSiCU8 (Bolkh.) Li m, x 800 ;:썽얀상표 운댁군룡월-B-l 풍반풍 

二l 렴 4-7. Appendici8porites exιlíol:des (8 oìkh. ) Lim, 4 • x 800 , 5-6 - x ìOO , 7 • 

x 800 , 4-5- 형얀냥도 뭉팩군 신혀， 숙천군 철려 룡반홍， 6-7- 황해냥도 채형군 경제원려 한봉 

산롱 

그령 8. Appendic ιsporites pseudomacrorhy z (Mark. ). Lim. x 800 , 챙 얀냥도 숙천 군 청려 
룡반홍 

二ι 햄 9. Cicatric .G sisporites cf. breν ilaesu1' utus Couper. x 800 , 형얀냥도 숙천군 j앙흥리 

룡반홍 

그렴 10. Cιcatricosisporites cooksonii Balme , x 1100 황해닝-도 채형군 겁채쩔러 한봉 

산홍 

그 령 11-13. Cicatricosispontes mediostriatμs (B olkh.) Pocock , x800 , 11-12-• 형 얀북 

도 박천군 맹하려 박천홍. 13- 함갱확도 온생군 세션 ""1 셰션흥 

二l 령 14--16. Cicatrico8ispo1'ites minutaeslriatu8 (B olkh.) Pocock , x800. 14-15-행 얀 

납도 숙천군 청 ""1 룡반롱. 16- 평안북도 박챈군 률욕리 박천종 

도판 45 

그령 1-2. Cicatricosi8porites tersa (K. -M.) Lim , x800 , 1-평얀남도 숙천군 첼리， 

2- 운덕군 셔후구 룡반롱 

그렴 3-4-. Cicatricosi8porìtes spp .• X 800 , 3- 영얀남도 숙천군 첼리 룡반홍， 4- 운벽균 

셔호구 박천홍 

그렴 5-7. Lygodioisporites asper (Bolkh.) Lim , x800 , 5-6- 평얀냥도 운덕군 안흥리 룡 
반롱， 7-팽안북도 신의주시 련장동 신의주롱 

그링 8-10. Lygodioisporites clarU8 (K. -M.) Li m, x800 , 8- 앵얀남도 문덕군 셔호구 

흉반홍， 9-10- 황해냥도 채령군 석 란러 한봉산홍 

그렴 11-13. Lygodioi8porite8 granulatu8 (E. Iv.) Lim, x800 , 11-12- 형 얀냥도 숙천 

군 첼리 룡반롱. 13- 황해남도 쩨령군 석 란려 한봉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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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46 

그램 1-2. Iygodio ιsporit l? s gγ anulatus (E. Iv. ) Li m. x 800. 팽안냥도 문덕군 인흥리 룡 

반흉 

二L 평 3-4. Lygodioisporites cf. macrotμberculatus (K. - M. ) Li m, X 800 , 3- 평 얀낭오 

문덕군 -룡북리 룡반홍， 4-- 황해냥도 재랭군 깅제원려 한봉산흥 

그렴 5. Lygodioisporites pseudogibberulus (B olkh.) Lí m, x800 , 황해 북도 은파군 묘송 

러 한봉산홍 

그렴 6'~9. Lygodioísporites subsimplex (8 011산1. ) Lím , x 800 , 6-7 ←평얀낭도 분댁군 

셔호구 봉수롱， 8-9- 평 얀북도 신의주시 i녕상동 신왜주홍 

그 램 10‘ Lygodioisporites cf. vαrwerr μcatμs (Couper) Lí rn , X 800, 평 얀남도 운덕 군 안 

향퍼 룡반홍 

.s: E! 47 

l 렴 1-3 , Schizaeoisporites certμ s (Bolkh.) Song & Zheng , x800 , 1~-2 → i영 얀 l옮도 

운 Y격군 사 호구 흥뺀흉‘ 3-황해남도 재랭균 석단"'] 한봉쇠흉 

:1.링 4-'-7. S c hizaeo ispor ites kuiα ndyensis (B oJkh ‘ Song & Zheng. ><800 , 4~5-평안 

북도 박천군 ">>하 ~1 박천풍， 평안냥도 문펴군 서후구 룡뺀홍 

그험 8-9. Schizaeoisporites !α ev igat ijorm is (8olkh.) Gao et Z hao , 8 -- >< 850 , 함경북 

도 온성 군 세션 ~l 셰선풍， 9 • >< 800 ，썽 얀냥도 운역 꾼 인홍 D] 흉반홍 

그컵 10-11. Schizaeoisporites laevigatiformis (BoJkh. ) Gao et Zhao , x800 , 평 안남 

도 운 l꽉군 얀흥리 룡반통 

工랭 12-13. Schizaeoisporites leptostriatus Lím, x 800 , 평 안냥 도 분댁 군 룡홉려 룡반롱 

그럼 14-17. Schizaeoisporites sphaericμ s (YÜ and' Kuo) Lim , x800 , 14 , 17- 평얀 l강도 

운덕군 셔호구 룡반롱， 15 , 16 함경북도 온성군 셰션 D] 세션홍 

:1.렴 18-19. Schizaeoisporites tenuis Lìm , x800 , 행얀양도 푼펙군 서효구 흥반 홍 

::1_령 20. Schizaeoisporites polaris (Bolkh. Lirn. x 800 , 평 얀냥도 푼띄 굽 신혀 흉 l간홍 

그험 21.-24. Schizaeoisporites spp , x800. 21-23- 평얀캉도 운팅균 셔호구， 인평-러 룡딴 

홍， 24- 함경륙도 온생군 셰션려 셰션흉 

그텅 25. Klukisporites vαriegatus Couper , x 650. 평얀남도 문덕군 서호구 봉수홍 

도힐 48 

그럼 1. Woodsia? reticulata Bolkh. , x800 , 형안납도 문벽군 룡북려 룡뺀롱 

그렴 2. Poiypodiaceaesporites sp. , x 800 , 평얀남도 운덕군 신려 홍반홍 

그링 3. Gteicheniidites senonicus Ross , x 800. 평얀냥도 문덕군 서호子 박천롱 

그램 4-6. Cyathidites minor Couper , X800 , 평안냥도 운벽군 서호구 봉수홍 

그림 7. HymenophY llumspor ites sp. , X 800 , S형 안남도 문댁 군 서 호구 봉수통 

그링 8-9. Dicksoniasporites spp. , x800 , 8- 팽얀북도 박천군 단산리 박천롱. 9- 평얀남 

도 문녁균 선려 룡반롱 

그램 10. Leiotriletes cf. divaricata (Ma l.) Lim. x650 , 팽얀남도 문덕군 서호구 홍반롱 

그럼 11-12. Leiotriletes spp. , x650 , 황해북도 은파꾼 묘송러 한봉산롱 

二l 럼 13. Leiotriletes sp. , x 650 , 황해북도 은파균 ;상얀리 한봉 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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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14. Camptotriletes sp. , x 650 , 형 안남도 운댁 군 룡염 려 박천 롱 

그렴 15. Lophotiletes sp .• X 800 , 팽얀남도 문댁군 룡렴리 룡반롱 

그컴 16-17 ‘ Lophotriletes granatus B0 1l산1.， X 1100 , 황해북도 새 E영 군 김제원리 한봉산홍 

그혐 20-21. Lophotriletes spp. x 800 , 20- 평 얀냥도 숙천 군 첼리 룡반홍 21- 황해냥도 
채령군 깅제원리 한봉산홍 

또판 49 

그램 1. Lophotriletes spp. , X800 , 황해냥도 채랭군 깅체원려 한봉산홍 

그헝 2~5. Trachytritetes spp. x800 , 2-3- 형 안남도 문댁 군 룡북라 룡반롱， 4，5-앵 안북도 

박천군 중낭<>] 봉수풍 

그램 6-7. Chomotr il e tes 

언흥리 청-반풍 

reduncus Bo lI산\.. 6- x800. 7- x 1100 , 형얀냥도 문덕군 

그램 8- 9. S teno ;7-O ηotriletes clαssoides Lim , X 800 , 8-형싼냥도 운-녁군 신리 홍딴흉， 9 

-황해냥도 채럭녕군 석 탄러 한봉산똥 

그림 10. Divisisporites cf. euskirchensis Thomson , x800 , 팽얀낭도 문벽균 흥령터 용 

반롱 

그렴 11--12. Cingulα tisporites sp. X 650 , 팽얀냥도 문핵군 얀흥꾀 흥원f홍 

그랩 13-14. lndeterminable Spore.x800 , 13- 팽 얀북도 신의주 양강홍 신의주흥， 14- 형 얀 

닝도 숙천군 첼리 룡반롱 

반롱 

그램 15-16. Pte'ruchipollenites microsaccus Couper , x800 , 팽얀낭도 문떡군 흥행려 용 

그램 17. Protoco η iferus Sp. , X 800. 랭얀낭도 운덕군 냥이리 박천홍 

도판 50 

그렴 1. Coniferales sp. X 1000 , 평 얀북도 박천 균- 맹 하려 봉수홍 

그L 령 2-4. Pseudowalchia koreaensis Lim. X 800 , 평 얀남도 문벽 군 흥헝 러 룡반흉 

그램 5 ‘ P seudow atc hia sp'. X 800，썽 얀냥도 문택 군 얀 홍려 룡반풍 

그램 6-9. Araucariacites αμstral ιs Cookson , X 800 , 6-7 평얀냥도 문택군 연흥려 룡한 

롱， 8-9 향해남도 채 E녕군 석단려 한봉산흥 

그링 10. Araucariαc ii es sp .. X 800，쩡 얀 1강도 숙천 군 창용려 룡반홍 

그럼 11-13 ‘ Discisporites sPP' , x 800 , 11-12- 평얀‘강도 문덕군 셔호구 봉수흥. 13 앵얀북 

도 신의주 련상흥 신의주흥 

도판 51 

그램 1~2. Classopollis classoides (Pflug) Pocock & Tansonius , 1- X 800 , 형 얀 1강도

운뎌군 서호구 봉수롱， 2-x1500 팽얀북도 박천군 중남<>] 봉수흥 

그램 3-6. Classopotlis minutus Lim, X 800 , 행 얀냥도 문벽 군 룡복려 룡반롱 

그럼 7-10. Classopollis major Li m, x 800 , 7-9- 형 얀남도 문벽 군 셔호구 룡반롱， 10- 형 

얀북도 박천군 률곡려 박천흥 

그령 11-24. Cla88opolli8 annulatu8 (Verb. ) Li m. X 800 , .11-20- 황해남도 채령군석란<>] 

한봉산콩， 21-24 함경북도 온성군 셰선<>] 세션롱 
그럼 25- 26. C la88opo II i8 anπμ latus (Verb.) Lim , 4합체 x 800. 명얀냥도 숙천군 첼리 룡 

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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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2 

그럼 1-2. Podocarpidites arguata (K. - M. ) Qu , x 800 , 팽안남도 문덕군 셔호구 룡반홍 
그램 3. Po.docarpidites crispa (H lon) Lim , x 800 , 형 얀남도 용댁 군 서 호구 흉반흉 
그링 4. Podocarpidites decora (BoJkh.) Lim, x 800, 앵안남도 문덕군 셔호구 박천롱 
그렴 5-7 ‘ Podocarpidites elo ηgata Li m, 5 - x 700. 6 -- x 1000 , 7 - x 800，팽얀냥도 문떡궁 

룡북러， 신러 룡반홍 

그캠 8-9. Podocarpidites miπor Li m. 8-X850 , 9-x800. 영얀낭도 문덕군 신려 홍변·롱 
그링 10. P"docarpidites cf. multesima (Bolkh.) Pocok , x 800 , 앵얀남도 운댁군 황 

렴려 룡반롱 

도판 53 

그 렴 1. Podocarpidites cf. multesima (Bo lI‘h. ) Pocock , x 800. 챙얀냥도 문 

댁군 동렴려 룡반홍 

그 링 2-4. Podocarpidites cf. ηαgeiaformis (Zak l. ) Krutzsch , x 800 , 2-3-앵 얀양 오 

분덕꾼 셔호구 홍반홍， 4- 황해남표 채형군 석한려 함봉산홍 

반흥 

수홍 

수홍 

1 렴 5-7. Podocarpidites cf. paula (B olkh.) Lim, x 800 , 형얀냥도 푼댁푼 셔호구 룡 

그립 8. Podocaγpidites unicus (Bolkh ‘ Pocock , x 800, 평양쌍도 운역균 셔호구 영1천풍 
그렴 9. Podocarpidites sp. 1. x 800, 평얀낭도 문댁군 셔호구- 박천풍 

그링 10. Podocarpidites sp. 2, x 800 , 팽싼남도 운덕군 셔호구 박천룡-

그램 11. Podocarpidites sp. 3. x 800, 팽 안남도 문벽군 서호구 박천롱 

그령 12. Podocarpidites sp. 4. x 950 , 황해남도 채령군 겸제원려 한봉산롱 

그링 13. Podocarpidites sp. 5‘ x 800 , 평 얀냥도 문덕군 신리 룡반롱 

그링 14. Podocqrpidites d. lunata (Bolkh.) Lim, x 800 , 평 안남 도 문댁 군 서 호구 용-

도휩 54 

二l 령 1--2. Podocarpidites cf. !μηα ta (B olkh.) Lim, x 800, 영 안북도 박천 군 중남려 혐 

그컵 3-5. Dacrydiumites elatumiformis Zak l., X 800. 3-4-- 챙얀냥도 문딱군 선리 용-만 

롱， 5- 황해북도 i영산군 산성 리 봉화산 홍 

그램 6. Dacrydiumites sp. , x800 , 평얀북도 신의주시 련상흥 신의주롱 

그링 7-9. Pinaceaeae geη sp. , x 800. 7 -8- 평안남도 문덕군 흥렴러 룡반롱.9ι→ i영얀북도 

박천군 맹하려 박천홍 

그렴 10 ‘ Oblatinella sp. , X 800 , 팽안낭도 운댁군 서호구 봉수롱 

그럼 11. Protopicea sp. , x800 , 팽 안남도 문덕 균 서 호구 박천 롱 

도판 55 

그럼 1. Abieti ηaepo !lenites sp .• X 800. 평얀낭도 푼덕군 서호구 박천풍 

그링 2-3. Pseudopicea rotμndiformis !Ma.1. ) Bolkh .• x 800 , 2- 팽얀남도 문덕군 신 "'1 

룡반홍， 3 ，-황해남도 채령군 깅제원리 한봉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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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 Picpites late ηs Bolkh. x 800 ，팽얀!강도 운혀군 셔호구 봉수홍 

그헝 S. Piceites sp. , X 800 , 팽얀남도 문댁궁 서호구 박천롱 

→1 럼 6.~-8. Piceites spp. , X 800 , 6-7 ←팽얀남도 운덕군 흥캠i'!-j 룡반롱， 8→평안l강도 문덕 

군 냥이러 박천홍 

그램 9. Piceα epo lIenites pseμdorotundi.formis (Ma l. ) Li m, x 800 , 팽 얀냥도 문댁군 납이 

러 박천롱 

도판 56 

그험 1. Piceaepollenites gigantisslη!u s (B o lkh. ) Li m, x 800 , 평 얀남도 문댁 군 신리 룡 

만롱 

二L 램 2-3. Piceα epo Ilenites cf. par υ ireticulota (Rovn.) Lim , x 800 , 2-. 평안낭도 분띄 

균 ;.，1 호구 박천 풍， 3- 형얀북도 약천군 D잉하î'-j 박현홍 

~ 령 4-~6. Piceaepollenites sαrnoilovitchiona (Rovn ‘ ) Li m, 4 • x 8S0. 5-6 • x 800. 4 

'-5 -평‘간낭 5:.. 분 C꽉꾼 서호子 흥반흉， 박천흥， G 평양북도 L삭천군 뱅하러 빅천통 

J 립 7‘ Pice a. epolleniles e:âlioide8 (B olkh ,) Li m, x6S0 , 평안냥도 푼작군 시호구 정( 
” L? 

ν
 

’ (<

「

도판 57 

그램 1. P ic eα epoltenites cf. lortgisaccat α (Rovn.) Li m, x800 , 팽안냥도 푼댁균 신하 

홍-딴롱 

二l 링 2--5. Piceaepollenites spp. , X 800. 2-4→평얀냥도 문댁군 서호구 룡반홍 5.- 형얀 

낭갚 운택군- 남서러 박천흥 

그렴 6~.7. Pinuspoiler• ites arα licus (Bolkh. ) Um , 6- x 800 , 7 •• x 800 , 평얀낭도 운택군 

셔호→구 룡딴좀 
二L 렴 8. P inuspo Ueniles insignis (Naum.) Li m. x 800，영얀낭í 분 C측군 셔호구 룡반홍 

!i판 58 

그램 1. Pi?/.uspo !teniles iηS!gη is (Naum.) Li m, x 800 , 형얀l강도 문덕 군 서호구 박천풍 

그링 2-4 Pinuspollenites nigrae.formis (B oll강). ) Lim. x 800 , 2-3- 팽얀납도 문덕군 

셔호구 봉수풍‘ 4- 평얀북도 박천군 중-남i'!-Î 봉수홍 

그렴 5. Piημspollenites subco ηc inua (Naum.) L im , X 850 , 평안남도 문덕군 셔호구 봉 

수흥 

~링 6-8. Piπuspollenites cf. tricomposita (B olkh.) Lim, x 800 , 6-7- 평안냥도 문댁 

군 동령리 룡얀홍， 8 →황해남도 채행군 석 란러 한봉산홍 

그 림 9. Pinuspollenites cf. vuLgaris (Naum.) Lim, x800 , 황해 낭도 채 령 군 석 란러 한봉 
산홍 

그링 10. Pinuspo Llonites c f. pernobiLl is (Bolkh.) Lim, x 800 , 평안냥도 문덕군 서호구 

봉수홍 

二l 렴 11~17. Piπuspo Ll e η ites spp. , X 800 , 11-13←평얀낭도 숙천 군 창동려 룡반홍. 14- 평 

안압도 숙천군 철러 룡반홍. 15-팽얀북도 신의주시 련장동 신의주롱， 16-17- 황해북도 평산군 

i영회러 평화i'!-j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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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9 

l 럼 1. Pinuspollenites sp. , x 800 , 평 얀북 도 박천 궁 맹 하 è] 박천 홍 

그링 2. Cedripitcs cf , adrnirabilis (ß olkh.) Lì m, ，，， ~OO ， 항경 북도 온성군 셰션러 세 
흐
 
。선

 
그립 3-4. Cedripites cf. leptodermus (Sauer; Lim , x 800 , 3- 광해남도 재령군 석단러 

한봉산흥， 4 함챙북도 온성 군 세선바 세선흉 

그램 5. Cedripites cf. parvisucc αfμ8 (Zauer) Krutzsch , x 8(j[),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 è] 

봉화산흥 

그림 6. Cedripites SIJ. 1. x 800 ，평얀낭도 운디 J 낀이 룡반흥 

그럼 7. Cedripites sp , 2 , X 850 , 팽얀념도 운끼 f→ 서후구 빅천룡 

도판 60 

그럼 1. C edr ipit es sp. 3 , x 800. 팽안념도 분더 τ1- 감이，，] ‘과천청 

그럼 2~-4. Tsugaepotlenites mesOZO!CU8 Couper‘, x 800. 평얀암도 운더군 신리 룡반풍~ 

:1. iiJ 5. Ephedripiles sp" X 800 , 펑얀냥도 문 rj ) 셔 9，구 섣얀뚱 

l 링 6--7. Exes ipo Il e η ites t111nulus BaJme , 6 " SSO , 팽 얀낭도 문띄 균 신리 풍반콩 , 7 

x 800. 함 경 북 도 완 성 군 세 선 리 세 씬 풍-

그링 8--1 1. Psophosphaera cogηat μs (Bolkh. PU et Wu , X 800 , 8-9 →평 얀남도 운덕 

꾼 서호구 박천흥， 홍반통 .10 • 황해납도 채려 궁 낀채원까 한봉산동， ll 항경 북도 온성 군 셔l 션 

러 세션흥 

그램 12. P8ophosphoera cf , lurbalu8 (Ba lme. Li m, X 800 , 황해북도 i영산균 산성 8] 봉화 

산동 

그 쉽 13. Psophosphaera sp. , X 800 , 평안남도 운터군 -옹힘，， 1 양반-홍 

도판 61 

그 램 1-2. Psophosphα era gla6rus (Ma ì. Lim ‘ X 500 , 1 팽 안 남도 숙천 균 첼 리 룡반롱， 

2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1 봉화산홍 

1 령 3. PsnpllO sphaera macropu ηctatus (Verb. Lim , x 500. 횡해북끄- 형산균~ 산성허 봉 

화산흥 

그링 4. Pso pho spAμJera minor (Verb. ) Sonε et Zheng , X600 , 평 안남도 운닥 균 신러 룡 

반홍 

그럼 5. Psophosphaera cf. aggereloides (Ma l.) Li m, X 450 , 황해북도 형산균 산성 <'-j 

봉화산롱 

그렴 6 , Psoplw때haera cf. ovatus (Bolkh.) Li m, x650 , 평 안남도 문댁 군 셔호구 룡반롱 

그렴 7. Psophosphaera sp. , X800 , 횡해북도 평산군 산성러 봉화산용 

그멍 8-9. Microcachryidites aη tarcticus Cookson , X 800 , 평 얀남도 문 덕 군 셔 호 구 홍 

반롱 

그림 10. Podocarpidites arquata (K • M. ) Qu. X 700 , 평얀낭도 운덕군 서호구 룡i반롱 

도판 62 

그령 1~9. Mo ηosulcitesminimus Cookson , l-X850 , 2-9-x800 , 1~2←팽얀북도 신 



110 

의주시 련장동 신의추흥. 3~5~-!챙얀남도 문덕군 셔호구 봉수통. 박천똥. 6~9←함경북도 온성군 

셰션러 셰선홍· 
그링 10 , 12-15. Mo πosulcites subgranulos1‘s Couper , x800 , 10 , 12-13• 평 얀냥도 

댁군 동렴，;1 룡반롱. 14-15- 횡해닝도 재랭군 깅제켠러 한봉산롱 

그링 11. Monosμlcites carpentieri De l. and Sprum, x 800. 형얀낭도 푼댁꾼 룡랭 βl 

벤흉 

g 
τr 

룡 

그램 16-18. Mo ηo sulc ites percar inal μs (B olkh. ) Lim, x 800, 평안냥도 문덕군 흥렴려 

룡얀롱 

그링 19. Monosulcites sp , x 800, 평얀남도 푼덕군 흥령려 룡반홍 

도판 63 

그 렴 1~5. Taxodiaceaepollenites hiatus (R. Po t.) Kremp , x 800 , 1~3-형 얀남도 푼덕 

군 서호구 룡반홍 4 황해남도 채령군 석 단리 한봉산홍. 5.-함갱북도 온성군 셰션려 세션통 

그럼 6~8. lnaperturopoilenites psilosus Ke et Shi , x800 , 6~7-형얀냥도 분댁군 셔효 

구 형-반흥， 8-"영 얀낭도 문벽 군 동렴 ,;1 룡반홍 

l 핍 9~ 11. Salixipollenites spp. , x 800. 9~ 10- 평양냥도 운덕굽 링석려 룡반홍 11 ←→황‘ 

해냥도 팽산군 신생리 봉화산종 

그럼 12. Pγoleacidìtes sp. , x 800 , 평안낭도 운역꾼 쉽석리 룡반통 

.:L 평 13. Myricaceoipoilenites sp‘’ x 800 , 평얀남도 문덕군 서호구 룡반흥 

:1_렴 14-17. Magnolipollis spp. , x800 , 14-16- 팽얀남도 문덕군 서호구 홍반흉. 17- 황해 

분도 평산군 신성려 봉화산층 

또판 64 

그，링 1-2. Sporopo !ì is sp. , X 800 , 평얀냥도 숙천군 칭러 룡반롱 

그램 3-4. Betulaepollenites af f. plicoides (Zak l.) Li m, x 500.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 

rJ.l 봉화산 홍 
그럼 5~7. Planerαepollenites cf. mμlle ηsis (Simpson) Li m, x800 , 황해북도 i챙산균 

산성 "-1 봉화산통 

그림 8-9. Ulmoideipites cf. planeraeformis And. , x 850.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려 봉 

화산롱 

그렴 10. Ulmoideipites krempii And. , x 850.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 봉화산롱 

그립 11. Triporopollenites plicoides Zak l., x 900 , 황해북도 형산군 (산정리 봉화산롱 
그렴 12. Triporopollenites robustus Pf l., x900 , 황해북도 팽산군 산성리 봉화산롱 

그럼 13. Proteacidites sp. , X 650. 황해북도 영산군 산생려 봉화산흥 

그렴 14-15. 1 ηdeterminable pollen , x800. 14- 팽 얀북도 신의주시 련상동 신의주롱 15- 평 

얀북도 박천군 중남，;1 봉수롱 

그링 16 , 19. lndeterminable spore. x 800 , 평안냥도 문덕군 셔호구 봉수롱 

그링 17-18. Appendicisporites spP. , X 800, 18- 형얀남도 문역군 셔호구 박천롱. 19- 황해 

북도 황주군 청도려 한봉산롱 

그엽 20-22. 1 ηdeterminable form. X 800 , 20-21- 평얀북도 신의주시 련상통 신의주롱， 

22 →형 얀냥도 문역군 서호구 봉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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