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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 북  고령 지역 에 서 발견 된  생  백 악 기 

담 수 어 류 화 석  Wa k i n o i c h t h y s  s p .

김태완*
1
, 양승

2

*1 구 역시 청구고등학교, 2 구 역시 수성구 범어동 킹덤오피스텔 805호

      

그림1. 경북 고령지역에서 발견된 Wakinoichthys sp.의 Type A, Type B

요 약

 최근 생  기 백악기(약 1.2Ma) 지층이 분포하는 경북 고령의 지역에서 량으로 

발견된 골설목(骨 目, Osteoglosomorpha) 어류화석을 기재하고 특징을 살펴본 후 생

골설목과의 계를 조사하고,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것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에서 발견된 어류화석의 고생물학  의의를 살펴보았다. 경상층군에서 발견된 어

류 화석군은 Semionotiformes, Amiiformes목, 골설목, 당멸치목(Elopiformes), 여을멸목(Albulifor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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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thyodectiformes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골설목(Osteoglossiformes)과 여을멸목( 

Albuliformes)이 가장 풍부하다. 경상어류화석군은 한국의 생  백악기 지층에서는 유일한 어류화석

군이다. 한 어류화석과 함께 발견된 여러 화석  지질학  자료를 토 로 어류화석 서

식 당시의 고환경을 유추하 다.

서론

  경상층군에서 산출되는 화석에 한 연구는 Yabe(1905)에 의해 연구된 낙동식물군

(Nagdong flora)이라고 명명된 식물화석의 연구가 최 이다. 그 후 Kobayashi와 

Suzuki(1936), 양승 (1975, 1977, 1979) 등에 의해 연체동물화석에 한 연구가 있었다.

지구상에 등장한 최 의 척추동물은 어류다. 어류(Pisces)는 오르도비스기에 등장하여 

수 에서 생활하는 변온동물로서 주로 아가미로 호흡하고, 4개의 부속지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이다.

  지난 1990년 생  기 백악기 지층인 경상층군에서 어류화석을 처음 발견한 이후 

남 지역의 여러 곳에서 어류화석이 발견되었다. 최근 생  기 백악기 지층이 분포

하는 경북 고령의 한 지역에서 량으로 발견된 골설목(骨 目, Osteoglosomorpha) 어류

화석인 Wakinoichthys sp.를 기재하고 형태  해부학  특징을 살펴본 후 생 골설목과

의 계를 조사하고,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골설목 어류화석과의 비교연구를 통

해 한반도에서 발견된 담수 어류화석의 고생물학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함께 

발견된 여러 화석과 지질학  자료를 토 로 어류화석 서식 당시의 고환경을 유추해 보

고자 하 다.

본 론

1.  어 류 화 석 의 기재

 고령지역에서 채집된 어류화석 60여 표본  보존상태가 뛰어난 18개체를 선정하여 화

석을 실내처리한 후 각 개체별로 표  길이(standard length), 머리 길이(head length), 몸

통 폭(body depth)을 측정한 후 몸통 폭에 한 표  길이의 비(SL/BD), 머리 길이에 한 

표  길이의 비(SL/HL)를 계산하 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체형을 략 으로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연조의 개

수를 계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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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령 골설목 어류화석 표본의 계측치

표본번호 D DP A V SL BD HL P1 P2
SL/B

D

SL/H

L

KPE8201 5 18 47 71 16 18 4 4.4 3.9

KPE8202 10 37+ 109 25 22 8 11 4.4 4.9

KPE8203 11 18 45 97 25 20 7 3.9 4.8

KPE8204 14 46 83 20 16 4.1 5.2

KPE8205 9 17+ 41+ 88 20 24 9 11 4.4 3.6

KPE8206 47 81 22 14 11 3.7 5.8

KPE8207 49 75 22 20 9 3.4 3.7

KPE8208 45 94 18 18 8 6.7 5.2

KPE8209 42 76 15 16 5.0 4.7

KPE8210 9 43 87 15 23 5.8 3.8

KPE8211 21 40 94 24 18 8 3.9 5.2

KPE8212 46 79 20 20 13 3.9 3.9

KPE8213 17+ 42 68 19 13 9 7 3.6 5.2

KPE8214 11 45 95 18 15 5.3 6.3

KPE8215 11 19 83 24 3.4 ?

KPE8216 37 87 22 25 7 3.9 3.5

KPE8217 43 80 14 15 6 8 5.8 5.3

KPE8218 12 19 45 78 26 24 7 8 3.0 3.2

A:anal fin, BL:body length, D.:dosal fin, D.P.:dosal pterygiophore, HL:head 

length, P1:pectoral fin, P2:pelvic fin, SL.:standard length, V.:vertebrate

 재까지 20개 지 에서 발견된 생  백악기 한반도에 서식했던 어류화석을 지층별

로 분류해 보았다. 하산동층에서는 Semionotiformes인 Lepidotes. sp.( 형경린어류), 

Amiiformes목인 Sinamia. sp. 등 2종의 어류 화석이 산출되었으며, 동명층에서는 

Lepidotes. sp., 골설목인 Wakinoichthys A, Wakinoichthys B, 당멸치목(Elopiformes)인 

Elopidae, 여을멸목( Albuliformes)에 속하는 2종류(Type A, Type B)  Chusungichthys 등 

총 6종류의 어류화석이 산출되었다. 하산동층은 하성  범람원 퇴 층으로 어류가 서식

했지만 화석으로서의 보존 조건이 동명층에 비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량이 은 것

으로 단된다. 동명층은 어류화석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체수에 있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볼 때 동명층 퇴  당시의 환경이 어류가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과 화석으로 보존

될 조건이 하산동층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단된다.

경상층군에서 재까지 발견된 어류화석군집을 총칭하여 경상어류화석군(Gyeongsang 

fish founa)으로 제안한다. 경상어류화석군은 Semionotiformes, Amiiformes목, 골설목, 당멸

치목(Elopiformes), 여을멸목( Albuliformes), Ichthyodectiformes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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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설목(Osteoglossiformes)과 여을멸목( Albuliformes)이 가장 풍부하다. 경상어류화석

군은 한국의 생  백악기 지층에서 는 유일한 어류화석군이다.

표 2. 중생대 백악기 경상층군에서 발견된 경상어류화석군에 속하는 어류화석들

  Class Osteoichthyes

  Subclass Actinopterygii

  Infraclass Neopterygii

  Division Halecostomi

         Order Semionotiformes

         Family Semionotidae

               Genus Lepidotes Agassis, 1837

                     Lepidotes. sp

  Subdivision Halecomorphi

         Order Amiiformes

         Family Amiidae

               Genus Sinamia(명명자와 연도표시?)

                      Sinamia. sp

  Infradivision Osteoglossomorpha

         Order Osteoglossiformes

         Family Wakinoichthiidae(명명자와 연도표시?)

            Genus Wakinoichthys (명명자와 연도표시?)

                     Wakinoichthys A
                      Wakinoichthys B

         Order Ichthyodectiformes

         Family Chuhsiungichthiidae

          Genus Chuhsiungichthys (명명자와 연도표시?)

                   Chuhsiungichthys sp.

         Order Elopiformes

         Family Elopidae

         Order Albuliformes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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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생대 백악기 경상층군에서 발견된 경상어류화석군의 지층별 분포

하산동층

Osteichthyes

Actinopterygii

동명층

  Order Semionotiformes

      Family Semionitidae

             Lepidotes. sp         Lepidotes. sp

  Order Amiiformes

            Sinamia. sp

  Order Osteoglossiformes

  Family Wakiniochthiidae

  Wakinoichthys. sp  (Type A)  

      Wakinoichthys. sp  (Type B) 

  Order Elopiformes

  Family Elopidae

  Order Albuliformes

  Order Ichthyodectiformes

                 (Type A)

                 (Type B)

  Family Chuhsiungichthiidae

              Chuhsiungichthys sp.

2.  다 른  나 라 에 서 산 출 된  어 류 화 석 과의 비 교

  생  기 백악기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산출된 어류화석을 한반도에서 산출된 

어류화석군과 비교해 그 당시 어류생물군 분포를 주변지역과 비교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일본은 주로 북구주 지역의 와키노층과 간몬층에서 어류화석이 산출되고 국은 남

국인 Zhejiang지방에서 담수어류화석이 산출된다.

1) 국에서는

  Hybodontiformes목,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목, Leptolepiformes목, 

Ichthyodectiformes목, Osteoglossiformes목, Elopiformes목, 미정Order등의 어류화

석이 산출되었고, 

2)일본에서는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목, Ichthyodectiformes목, Order Clupeiformes목 

화석이 산출되었고, 한반도에서는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목, Osteoglossiformes



- 131 -

목, Elopiformes목, Albuliformes목 어류화석이 산출된다.

3)한반도에서는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목, 골설목인 Wakinoichthys A, Wakinoichthys 

B, 당멸치목(Elopiformes)인 Elopidae, 여을멸목(Albuliformes)에 속하는 2종류

(Type A, Type B)  Ichthyodectiformes목  Chusungichthys 등 총 8종류의 어류화

석이 산출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3개국에서 공통 으로 산출되는 어류화석은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

목, Osteoglossiformes목, Albuliformes목, Ichthyodectiformes목이다.

3 .  골 설 목 어 류 화 석  서식  당 시의 고환 경

 고령어류화석 산지에서 함께 발견되는 화석으로는 익룡 (람포링쿠스?) 이빨화석 2  

 다량의 담수 연체동물화석(Plicatounio naktongensis, Trigonioides jaehoi, Nagdongia 

soni), 곤충, 식물  거북의 배갑화석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얕은 물가에 서식하는 생

물로서 기타 주변에서 나타나는 퇴 구조  지질구조(건열  조립질의 사암층)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심이 얕은 호수 주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한반도에서 발

견된 익룡 련 화석은 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층에서의 익룡발자국 화석  남

해안 도 섬에서 발견된 익룡 지골  이곳에서 익룡 이빨화석 등이 있다. 한반도에 익

룡이 서식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익룡의 먹이감에 한 의견은 식물(열매)이었는지 아

니면 물고기나 조개와 같은 수서생물이었는지 분분하 다. 고령어류화석 산지에서 익룡

의 이빨과 굉장히 개체 도가 높은 어류화석이 함께 발견됨으로서 어류가 익룡의 먹잇

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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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생대 백악기 경상층군에서 발견된 경상어류화석군과의 비교

Gy대ngsang fish fauna, Korea Southeastern China Wakino fish fauna, Japan

CHONDRICHTHYES

Order Hybodontiformes

   OSTEICHTHYES

   ACTINOPTERYGII

   CHONDROSTEI

Order Semionotiformes Order Semionotiformes

   Family Semionotidae

          Lepidotes sp.

      Family Semionotidae

       Neolepidotes yougkangensis

       Sinolepidotes chekiangensis

     Lepidotes macropterus

Order Amiiformes Order Amiiformes

   Family Amiidae

       Genas Sinamia

              Sinamia. sp.

     Family Amiidae

       Sinamaia huanensis

       Ikechaoamia meridionalis

     Nipponamia satoi

Order "Leptolepiformes

     Family "Leptolepiformes"

       Pingolepis polyurocentraiis

       Fuchunkiangia chesiensis

Order Ichthyodectiformes Order Ichthyodectiformes

     Family chuhsiungichthiidae

     Chuhsiungichthys sp.

     Family chuhsiungichthiidae

       Mesoclupea showchangensis

       Chuhsiungichthys tsanglingensis

     Chuhsiungichthys yangidai

     C.japonicus

     C.sp.

Order Osteoglossiformes Order Osteoglossiformes

   Family Wakinoichthiidae

       Genas Wakinoichthys A

              Wakinoichthys B

 

     Family Lycopteridae

     Paralycoptera wui

       Yungkangichthys hsitanensis

     Family?Hyodontidae

       Chetungichthys brevicephalus

     Aokiichthys toriyamai

     A. changae

     A. otai

     A. uyenoi

     A. praedorsalis

     A. sp.

     Yungkangichthys macrodon

     Family Wakinoichthiidae

            Wakinoichthys aokii

            W. robustus

Order Albuliformes

   Family Albuloidae

         Type A

         Type B

Order Elopiformes

   Family Elopidae  

Order Ellimmichthiiformes

     Family Ellimmichthiiformes

       Paraclupea chetungensis

Order Clupeiformes

     Family Clupeidae

       Diplomistus primiotinus

       D.kokuraensis

       D.aldisomus

       D. sp.

Order....

     Family Huashiidae

            Huashiagracilis

     Paraleptolepis kikuchii

     P. elegans

Gonorynchiformes?

CROSSOPTERYGII      incertae se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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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경상층군의 하산동층 2개 지역, 동명층 15개 지역 등 17개 지역 20개 지 에서 생

 백악기 어류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동명층에서 발견된다.

2. 고령 지역의 어류화석이 발견된 곳은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의 논공-성산간 국

도 확장 공사장 도로변으로 경상층군 동명층 하부에 해당되고, 익룡이빨, 곤충, 식물, 담

수연체동물 화석, 거북 배갑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3. 고령 지역의 어류화석은 표 길이, 머리 길이, 몸통 폭, 각 지느러미의 치  연조

의 개수 등 형태학 으로 볼 때 TYPE-A, TYPE-B 등 2가지로 분류되고, 해부학  특징

으로는 두개골의 내익상골에 융모 모양의 이빨이 많이 박  있으며, Median fin이 상

으로 몸의 뒤쪽에 치하고, 등지느러미의 시작 부 는 뒷지느러미 시작 부 보다 뒤쪽

에 치한다.

4. 생  백악기 당시 한반도에는 Semionotiformes인 Lepidotes. sp( 형경린어류), 

Amiiformes목인 Sinamia. sp, 골설목인 Wakinoichthys A, Wakinoichthys B, 당멸치목

(Elopiformes)인 Elopidae, 여을멸목( Albuliformes)에 속하는 2종류(Type A, Type B)  

Chuhsiungichthys 등 총 8종류 이상의 어류가 서식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공통 으로 

서식했던 어류는 Semionotiformes목, Amiiformes목, Albuliformes목, Ichthyodectiformes목이

다.

5. 생  백악기 당시 남 국의 Zhejiang 지역, 일본의 키타큐슈지역, 한국의 경상분지 

지역에 서식했던 담수 어류화석의 분포지가 거의 유사하며, 고령 골설목 어류 서식 당시

의 고환경은 수심이 앝은 호수 주변환경이었으며, 물고기가 익룡의 주된 먹이감이었을 

것이다.



- 134 -

그림 2. 중생대 백악기 담수어류화석 서식 당시의 환경을 복원한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