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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신축지질표본관의 전시계획， 지질표본의 수집， 감정， 분류， 전시 및 

자료 전산화 연구와， 방문자에 대한 정보봉사 및 기타봉사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 

되었으며， 또한 향후 신축 지질표본관에 대한 운영방안 둥도 동시에 연구되었다. 

현재 신축중인 지질표본관(박물관)의 전시셜계에 적합한 전시연출계획， 전시기 

법， 전시내용에 대한 섬도있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축 지질표본관에서 1충 전시설은 로비， 지구의 개관， 화석과 지질， 인간과 지질， 

특별전시실의 5개 구역 (zone)으로， 2충 전시설은 암석의 세계， 암석 및 지질구조， 

석재， 광물의 세계， 영상관， 홍보코너， 자료실의 7개 구역과 대형표본， 공룡 모형 

(복제물)이 전시되는 야외공간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세부 공간별 전시연출 계 

획이 확립되었다. 

수집한 국내외산 지질표본은 광물 89점， 대형 암석 21점， 화석 6점으로서 광물 

과 암석은 기기 및 현미경 분석에 의해 감정되었으며 광물은 결정화학적 분류법 

에 의해， 암석은 성인별로， 화석은 시대별로 연구하여 분류， 기재하였다. 현재까지 

보유한 표본들은 표본의 종류에 따라 국문명， 영문명， 산지， 코드， 보관상태(전시， 

보관 둥)， 시대 둥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또한 기존 지질표본관 전 

시 내용 향상을 위하여 약 100여 종의 표본이 교체 및 재진열되었다. 

초중고교학생 및 일반인 둥에 대한 꾸준한 홍보의 결과 ‘92년 현 지질표본관이 

개관한 이래 관람인원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도 관람인원을 분석한 결 

과 전년도(6，710명)에 비하여 61%가 증가한 11 ，00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팡플렛， 

엽서， 기념품을 주고 각종 표본 또는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우리 연구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 

였다. 

한편 운영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 ·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계획을 수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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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special point to the exhibition plan of the 

new geological museum under construction, and the collection,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display and computerization of geological specimens as well as 

information service to the visitors. Management plan was also prepared for 

the new geological museum. 

The exhibition presentation plan, display technique and contents suitable for 

the exhibition design of the new geological museum were studied and 

presented. in detail. The new geological museum consists of 1st floor, 2nd 

fl∞r and outside display area. 1st floor comprises 5 zones; Lobby, Out1ine of 

the Earth, Geology and Fossils, Geology and Man, and Special Exhibition 

Room. 2nd floor comprises 7 zones; Rocks, Geological and Petrological 

Structures, Building Stones, Minerals, a small auditorium, public relations 

corner and specimen research room. Large specimens and dinosaur models or 

replicas are scheduled to be displayed in the outside area. 

89 minerals, 6 fossils and 21 large rocks were collected, described, identifi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lassification method; minerals by 

crystal-chemical classification, rocks by genesis and fossils by age. All the 

specimens kept in the museum are computerized in Korean name, English 

name, locality, age, code number, or keeping state according to the kinds of 

the specimens. About 100 specimens in the present geologica1 museum were 

exchanged and displayed to reinforce the exhibition materials.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museum are on the continuous increase year by 

year since the opening(1992) of the present geological museum owing to the 

continued public relations to people,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11,005 

visitors came to the museum in 1998, which indicates the 61% increase 

compared with last year' s 6,710. Explanation of the exhibition materials and 

distribution of brochures, postcards and some souvenirs helped them to 

understand geological sciences and also greatly contributed to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of KIGAM ’s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 program and public relations plan were developed and established as 

a research work for th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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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셜계에 적합한 전시설의 공간구성， 전시주제 선정 및 

전시연출계획， 전시내용 둥 전시기볍 연구 

2) 지질표본의 체계적 수집， 감정， 분석 및 과학적 전시 

3) 전시표본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자료의 D/B화 

4) 지질표본관 운영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5) 지질표본관의 활용 및 홍보 방안 수립 및 실천 

나. 평가의 착안점 

1) 선진국 표본관의 전시공간 몇 전시물을 연구하여 신축 지질표본관의 전시 

연출계획 및 전시기법 연구 여부 

2) 기존 지질표본의 효율적 관리 및 미확보된 표본의 과학적 수집 및 D/B화 

여부 

3) 지질표본관 홍보활동 강화 여부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1 )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기법 연구 ; 

o 국내외에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분야별 전시물 및 전시내용을 선정 

하여 전시체계 구축 및 전시기법 연구 

O 전시계획 및 전시연출 계획 연구 

2) 지질표본의 체계적 수집， 감정 및 전시 

o 향후 전시표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확보 또는 보강해야 할 지질 표본을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o 암석， 화석 및 지질구조 표본은 야외에서 직접 채취에 의해 수집 

O 국외 희귀 표본은 전자상거~(Intemet)를 통해 광물상을 파악하여 구매에 

의해 수집 

O 국내 표본은 수장가 및 무역상을 파악하여 구입 및 기증 유도 

O 수집된 암석， 광물표본은 현미경 및 XRD 동의 기기에 의해 광물조성 및 

물리 · 화학적특성을 규명하여 표본명(광물명， 암석명) 감정 

o 화석표본은 고생물 전문가에 의해 감정 

O 전시표본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본중에서 광물은 원소별로， 

11 



화석은 지질시대별로， 암석은 성인별로 분류하여 D/B화 

3) 지질표본의 운영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o 지질표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시물 및 전시표본 교체， 보충 둥의 

전시내용 강화 

o 각 학교에 지질표본관 견학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지질표본관 관람 유도 

o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일반인들에게 관람 유도 

o 관랍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 화석， 암석표본의 감정 상담 홍보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수행내용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 내부공사에 대비하여 국내 박물관 (국립 중앙 

과학관， 이대 지구과학 박물관， 연대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동)의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공간별 전시계획과 세부 연출 계획 수립 

2) 국내외 지질표본(특히 초대형)의 체계적인 수집， 감정， 분류 및 자료 전산화 

3) 지질표본관의 효율적 홍보방안 수립 

나. 연구결과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설의 충별(1， 2층 및 야외) 및 공간별 전시계획과 연출 

계획은 다음 Table 1, 2 및 3과 같다. 

n 
4 

1 
l 
i 



Table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설 (1층) 공간별 전시계획 및 전시연출 계획표 

안내공간으로 연출 메인사인 팡플렛 꽂이 안내사인 

지구세 E | 지질표본관의 상징물로 지구세트 지구 

지구세트 설치 종합 안내사인 FRP 조형 
살아있는 지구 | 지각운동， 조산운동 둥 영상장비 l mlI 큐브 

설치세트 
Ka1eidosc 

지구의 생성과 진화 지구의 탄생과 진화과정 설명 업체 조형전시 지구의 탄생과 | 33” 

(빅뱅 원시태양→지구탄생→ Wide color 진화과정 모니터 
..... ‘ 
μj 생물체 출현 • 대륙이동 등) 슈퍼 그래픽 

지구의 구조 지구의 구조를 설명 지구단면세 E 설명 그래픽 20" 

(대기권， 지각， 맨틀， 핵) 지구단면 표현 모니터 

판구조론 지구의 대륙이동과 변화 설명 벽부형 패널 지구대륙의 20" 

Plate tectonics에 따른 지구의 판게아 대륙 모형 이동과정 모니터 

변화모습 연출 그래픽 

고생물의 변천 최초 생물체 등장과 지질시대 벽부형 패널 설명 그래픽 슈퍼 

(지질시대의 연표) 동안 진화과정 셜명 벽부 매입형 쇼케이스 그래픽 

각 시대별 대표생물 셜명 및 (화석표본 전시) 20"그래픽 

화석 전시 패널 

고생대 고생대 개념 및 특정 셜명 벽부형 패널 고생대의 개요 20" 
환경과 생물 고생대의 생물 소개 화석 전시대 셜명 그래픽 모니터 



중생대 중생대의 개요 및 특징 셜명 벽부형 패널 중생대의 20" 

환경과 생물 중생대의 생물 소개 화석 전시대 개요 모니터 

중생대 화석 전시 설명 그래픽 

신생대 신생대의 개요 및 특징 설명 벽부형 패널 신생대의 20" 

환경과 생물 신생대의 생물 소개 화석 전시대 개요 모니터 

신생대 화석 전시 설명 그래픽 

지질도 지질도의 정의 및 지질 현상 Wide c이or 100만분의 l 

소개 벽부 매입형 한국지질도둥 

지질도 및 지질표본 전시 표본 전시대 
..... ‘ 
A 한국의 지질/대전의 지질 

한국의 광상 및 광종 한국의 광상 및 광종 분포도 Wide color 광상의 성인 LED 

분포 광상의 성인 모식도 표본 전시대 모식도 패널 

설명 그래픽 

해저 탐사 해저 지질 탐사 Show Set 지질탐사의 20" 

지질 탐사 종류 모니터 

설명그래픽 

지하수의 순환과 지하수의 순환 Wide color 지하수의 

오염 지하수의 오염원인 및 실태 Optical fiber 순환 모니터 

설명 그래픽 



Table 2.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설 (2충) 공간별 전시계획 및 전시연출 계획표 

풍화와 침식 | 과정 스라이드 

풍화와 침식 2대 

작용 

퇴적암 전시 | 국내산 암석의 성인별 분류 암석 전시대 퇴적암의생성 

전시 원리 

설명 그래픽 

화성암 전시 국내산 암석의 성인별 분류 암석 전시대 화성암의생성 

...... 전시 원리 
。1

설명 그래픽 

변성암 전시 국내산 암석의 성인별 분류 암석 전시대 변성암의생성 

전시 원리 

설명 그래픽 

암석 및 지질구조 지질구조의 정의 및 종류 구조 전시대 설명 그래픽 

전시 (습곡，단층，절리，부정합，건열， Wide c이or 

연흔，층리，사충리，점이충리) 

석재의 종류 전시 l 암석을 이용한 석재 전시 석재 표본 전시 석재의 종류 

셜명 그래픽 

광물의 성인별 분류 | 광물의 정의， 결정계， 용도 패널 터치 

모형 스크린 



(원소광물， 황화광물 둥) 

보석광물 원석광물과 가공물 전시 광물 전시대 셜명 그래픽 

세공법， 가공상태 

형광광물 암실에 형광광물 표본 전시 암실 형태의 전시 | 셜명 그래픽 
전시 세트 

광물의 결정구조 광물의 현미경 관찰 현미경 세 E 

광물의 물리적 · 광물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색， 조흔색， 광택 등) 

광물의 화학적 성질 
....... 
。1 지구역사기행 지구의 모습 | 사인 그래픽 | 고휘도 

빔프로 

젝터 

연구성과물 연구소 기능 그래픽 패널 설명 그래픽 

홍보 전시 탐해 n 모형도， 해저지질조사 

모식도， 원유시료 

심해저 망간단괴 양광 패널 

및 모형 

폐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자성유체 제조 및 활용연구 

경상분지 항공자력이상도 둥 

자료의 보관， 열람 및 검색 |콤퓨터2대 



F• 
‘ J 

상징조형물(공룡) 

공룡발자국 

변성암으로 분류하여 전시 

공룡화석을 디자인 모티브로 

한 놀이조형물(관객들이 들어 

가 놀 수 있는 공간) 

공룡발자국을 실제크기로 

바닥에 음각， 관객들이 자기 

발 크기와 비교해 보도록 

구성 

암석에 새겨진 각 공룡의 

생김새와 발자국 크기， 

모양새를 맞춰보고 비교해 

보도록 구성 



2) 광물표본 89점을 수집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희귀한 광물에 

대하여는 x-션 회절분석 및 현미경감정에 의하여 광물학적 연구를 수행 

하여 감정， 분류 및 전산화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된 

광물을 원소별로 분류하면 원소광물 1점， 황화광물 6점， 산화광물 12점， 

할로겐 1점， 탄산염 6，점， 황산염， 크론산염， 텅스텐산염 15점， 인산염， 

비산염， 바나딘산염 11점， 규산염광물 35점 및 외계기원물질 2점이다. 

3) 암석표본은 주로 초대형 Banded biotite gneiss(2.1mx1.8m), Amygdaloidal 

Basalt. Monwnite둥 21점을 야외에서 채취 또는 기증받았다. 이를 세분 

하변 화성암 13점， 퇴적암 4점 및 변성암 4점이t:-}(Table 5). 

4) 화석표본은 전년도에 수집한 북한산 화석을 대상으로 화석전문가에 의해 

시대별로 재 분류， 기재하였다. 이들을 동식물 분류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선캠므리아기 1종， 고생대 동물화석 11종， 식물화석 14종， 중생대 동물화석 

12종， 식물화석 13종 및 신생대 동물화석 29종， 식물화석 21종이다(Table 6). 

그 외에 소청도지역에서 산출되는 Stromatolite 등 6점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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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수집된 광물표본의 원소별 분류표 

Sb 

Sph외하ite ZnS 북한 7B쟁37 

G리ena-Sphalerite PbS-ZnS 북한 784167 
Pyrite FeS2 북한 7B1144 

강lS-PbS-FeS2 북한 7B갱38 

Tennantite CU.12AS4S13 혜루.환잘라 7C121O 
Galena Pbs 7B4168 

Limonite F양03. H2Û 북한 7DCOO1 

Amethyst Si02 경북문경군가온융고모치광산 7Dll171 I 기충 
Srnoky Quartz Si02 7Dll172 

Amethyst Si02 7Dl1173 

Amethyst-Feldspar Si02 7Dl1174 
Srnoky Quartz Si02 전북 장수 채내연 대유광산 7Dll175 
Rose Quartz Si02 7D1l176 I 채취 

Quartz Si02 7Dl1177 
Quartz SiOz 7Dl1178 
Quartz SiOz 7D1l179 

Perovskite CaTi03 미국.캘리포니아 7E1402 |구입 
Plattnerite PbOz 액시묘 7D670l 

Sal-Arnrnoniac NH4C1 러시아.파르마고원 7Gα)()2 

Srnithsonite ZnC03 미국，얘리조나 7H2107 

Magnesite MgC03 북한 7H1603 

Calcite CaC03 북한 7H13102 기중 

Witherite BaC03 미국.일리노이주 7H2때4 구입 

Calcite( 대 형 결 정 ) CaC03 강원영월상동대한중석 7H13103 기충 

Calcite CaC03 강원영월주천 창월광산 7Hl3104 

Broch킹ltite CU4(S04)(OH)s 미국.내바다 π7103 구입 

Crocoite PbCr04 오스트헤일리아 π.5203 

Huebnerite MnW04 페루 π.6104 

Wolfrarnite (F때ifn)W04 북한 7L6321 

Scheelite CaW04 강원영월상동대한증석 7L6416 |기중 
Wolfrarnite (FezMn)W04 7L6322 

Scheelite CaW04 충북중왼앙성대화광산 7L6417 |구입 
Scheelite CaW04 7L6418 

Scheelite CaW04 7L6419 

Wolfrarnite (FezMn)W04 7L없23 

Anglesite PbS04 모로코.미탤트 π1604 

Anglesite PbS04 모로코미탤트 까1605 

BaSOc ZnS- CaF2 미국.테네시 까1421 

CaS04.2H2Û 미국.네바다 π3329 

CaS04.2H2Û 사우디아라비아 꺼3330 1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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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site C양(Mg，Fe)(P04h . 2HzO 채냐다유론，라피드만 7J4006 

Eηdπíte C03(As04h . 8HzO 모로코 7K1700 

Hopeite Zru(P04)Z . 좌fzO 장비아 브로큰광산 7J않5O1 

Herderite CaBeP04(OH) 브라질 7J잊>03 

Anapaite CazFe(P04)z • 4HzO 우크라이나. 크렴반도 7J4005 

Descloizite PbZn(V04) (OH) 냐미비아 7K9202 

Austinite & Jianshuiite CaZnAS04(OH) 미국 콜로라도주 7K6402 

Gonnanite F엉Al4(P여)4 캐나다 .유론 7J6001 

Conichalcite CaCu(As04) (OH) 미국 아리조나 7K4102 

Adarnite & Gypsum Znz(As04)( OH) 미국.산티유라리아 7K3404 

Mimetite Pbs(As04)3Cl 7K3502 

Aegirine NaFeSizÛ6 남아프리카 용화국. zanba M외lawi 7N4202 [구입 

Axinite (Ca，Mn，Fe)퍼h(BOhSi04 !2COH) 러시아.우랄산맥 7V4101 

Benitoite BaTiS잉{)g 마국， 캘리포니아주 7T1301 

Chrysocolla ( CU，A])zH2Si에s(OHknHzO 자이르 7R2003 

Sphene CaTiSiOs 브라질 7flA02 

Vesuyianite CalO(Mg，Fe)써14Si써잉(OH)4 케냐다.제흘리광산 7SL102 

Eudialyte N~(Ca，FehZrSi6ÛJ7(Oh，Clh 체나다.혜엑 7V2103 

Hardystonite CazZnSi잉7 미국.뉴저지주 7Q3702 

Inesite C1i2MmSi lOÛ28 미국.캘리포니아주 7SHOOl 

Indicolite B엉AlzSi예얘 브라질，갈칸다광산 7V4D30 

Neptunite NazFeTiSi4012 미국.캘리포니아 7T1701 

Serandite Na(Mn,CahSÎ3Ü8(OH) 케냐다.해빽 7S3001 

Boltwoodite K(H떼)U<MSi04) . nHzO 미국.뉴에써드광산 7SQI01 

Feldspar KA1S녕)g 전북장수계내대유광산 1MOO13 |채취 
Feldspar-Muscoyite KA1Si30a-KAlzSi3A10lo( OHh 1MOO14 

Feldspar KA1Sωg 1MOO15 

Feldspar-Muscoyite KAlSi3Oa-KAlzSi3A10lO( OH)z 1MOO16 

Nepheline N때ISi04 강원도 명강 현내 1M4201 |구입 
Tourmaline N빼tfg퍼lB3Si잉27(OH)4 북한 7V4D26 

Tourmaline NaMg퍼lB3Si떠낀(OH)4 북한 7V4D27 

Tounnaline(schor]) NaMg퍼lB3Si떠낀(OH}4 전북장수계내연대유광산 7V4D28 |채취 
Tournπma외line N와tfg퍼lB:ßi떠낀(OH}4 7V4D29 

Muscoyite-Feldspar KAlzSÍ3AlOlO(OH )z - KA1Sωg 7PlO낌 

Biotite KMg(Si3AIO lO)(OH)z 7P2112 

Muscoyite KAl2Si3A10lO(OH)z 7PlO24 

Biotite KMg(Si퍼JOlO)(OH)z 7P2113 

Biotite m‘g(SÍ3AlOlo)(OH)z 7P2114 

Muscoyite-FeJdspar KAl2Si퍼JOlO(OH)z-KA1S Î3Ü8 7PlO영 

Biotite KMg(Si3A10lO)(OH)z 7P2115 

Goshenite B엉AhSiz018 (Gotze띠te) 브라질 7S7318 |구입 

Catapleiite NazZrSÏ3Ü .2HzO 케나다.훼액 7T2101 

Demantoid C없 Fez Si3 012 미국.캘리포니아주 7SKOOl 

Datolite CaBSi04(OH) 미국.콜로라도주 7V4401 

Danburite CaB2(Si04h 미국.애리조나주 7V4301 

Garnet (Grossular) C경AlzSi3Ü1Z 7Q4017 

Iron Meteorite 냐며비아 8AAαl8 

Tektite 리비아 8BO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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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 새로 구입 채취한 광물 중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대표적인 

표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물학적 특성을 기재하였다. 

1. 안티모니 Antimony 7 A4202 

산지 : 미 국， Ca1ifomia주， Kem County, Erskine Creek Mining District 

- 원소광물， Sb 

- 육방정계， 불평탄 단구， 아주 잘 부줘짐 

- 괴상， 주석 백색 (tin white) , 불투명， 발은 금속광택， 조흔색은 회색 

- 안티모니 nodule 

2. 테 난타 이 트 Tennantite 7C121O 

산지:페루 

- 황화광물， 테트라혜드라이트 계열， (Cu ,Fe)12As4S13 

- 동축정계， 경도 3-4.5, 비중 4.6-4.7, 벽개없음， 이쇄성 

- 정방체 결정， 접촉 혹은 침투 쌍정이 흔함， 갈철회색， 불투명， 금속광태， 혹색 

또는 적갈색 조흔 

coun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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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선 회절도 : 테난타이트 

3. 플래트너라이트 Plattnerite 7D6701 

산지: 멕시코， Durango, Mapimi 

- 산화광물， Pb02 

- 정방정계， 경도 5.5, 비중 9.4, 이쇄성 

- 흑색， 불투명， 밝은 금강광택， 갈색 조흔 

A i 

w @ 

- 작은 플래트너라이트 결정들이 갈철석을 덮고 있음， 부분적으로 갈척석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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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피복 

4. 페로므스카이트 Perovskite 7E1402 

산지 : 미 국， California주， San Benito County 

- 산화광물， (Ca,Na,Fe2+,Ce)(Ti,Nb)03 

- 사방정계， 경도 5.5, 비중 4.0, 아패각상 내지 불평탄 단구， 이쇄성 

- 흔히 정육면체형， 암회색， 반투명， 담회색 조흔 

- 무광택 또는 수지광태 흑색의 석류석 (andraditee)가 수반됨 

5. 노사 Sal-Ammoniac 7GOOO2 

산지 : 러 시 아， Pamir Mountains 

- 할로겐 광물， NH4Cl 

- 동축정계， 경도 1-2, 비중 1.5, 무색， 투명， 유리광택 

- 자연금이나 자연은에서 볼 수 있는 산상과 흡사한 수지상 결정형 

6. 스미 쏘나이 트 Snithsonite 7H2107 

산지 : 미 국， Arizona주， Gila County, Hayden, 79 Mine 

- 탄산염 광물， ZnC03 

- 육방정계， 경도 4-4.5, 비중 4.4, 이쇄성 

- 흔히 포도상， 담녹색 또는 녹색， 반투명 내지 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흔 

7. 위 더 라이 트 Witherite 7H2404 

산지 : 미 국， lllinois주， Hardin County, Cave-In-Rock 

- 탄산염광물， 아라고나이트군， BaC03, 

- 사방정계 , 경도 3-3.5, 비중 4.3, 불평탄 단구 

- 복추형， 담황색， 투명 내지 반투명， 지방광택 

- 청색조 백색의 형광성 및 인광성 

8. 브로찬타 이 트 Brochantite 717103 

산지: 미국， Nevada주， Lyon County, Ludwig 

- 황산염 광물， ClLtS04(OH)6 

- 단사정계， 경도 3.5-4, 비중 4.0, 패각상 내지 불평탄 단구， 이쇄성 

- 흔히 작은 결정의 군집이 모암을 피복하여 산출됨， 섬녹색 내지 흑녹색， 투명 

내지 반투명， 유리광택， 벽개면은 진주광택， 담녹색 조흔 

9. 크로코아이트 Crocoite 7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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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 호주， Tasmania, Dundas, Red Lead Mine 

- 크롬산염광물， PbCr04 

- 단사정계， 경도 2.5-3, 비중 6.0, 패각상 또는 불평탄 단구， 매우 잘 부쉬짐 

- 주상결정， 밝은 오렌지색， 유리광태， 투명 또는 반투명， 조흔 orange-yellow 

- 갈철석 위에서 성장， 결정들은 그 길이가 1mm에서 1.5cm 정도 

10. 휴브너 라이 트 Huebnerite π6104 

산지: 페루， Ancash, Pasto Bueno Mine 

- 텅스텐산염광물， 철망간중석 계열， MnW04 

- 단사정계， 경도 4-4.5, 비중 7.2, 불평탄 단구， 이쇄성 

- 주상， 적갈색， 투명 내지 반투명， 아금속광택， 적갈색 조흔 

11. 아나파이 트 Anapaite 7J4oo4 

산지: 우크라이나， Crimea, Krym Peninsula, Kertch 

- 인산염 광물， Ca2Fe2+ (P04)z . 2H에 

- 삼사정계， 경도 3.5, 비중 2.8, 평행한 결정의 집합체 또는 장미꽃모양의 집합체 

- 녹색에서 녹백색， 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흔 

- 전체적으로는 담녹색을 띠나 산화물의 영향으로 밝은 유리광택이 약간 퇴색되 

어 보임. 

12. 콜 린사이 트 Collinsite 7J4oo2 

산지 : 카나다， Yukon, Rapid Creek 

- 인산염 광물， Ca2(Mg,Fe)(P04)z . 2H20 

- 삼사정계， 경도 3.5, 비중 3.0, 이쇄성 

- 다발모양의 방사상 집합체， 백색 또는 회록색， 투명 또는 반투명， 유리광태 또 

는 견사광택 

13. 고마나이트 Gormanite 7J6oo1 

산지 : 카나다， Yukon, Big Fish River 

- 인산염 광물， (Fe,Mg)3A14(P04MOH)6 . 2H20 

- 삼사정계， 경도 4-5, 비중 약 3.1, 

- 진청색으로 약간의 녹색 또는 회색을 염， 반투명 또는 투명， 유리광택 

14. 허 더 라이 트 Herderite 7J9003 

산지: 브라질， Minas Gerais, Divino das Laranjeiras, Linopolis 

- 인산염광물， CaBeP04(F,OH) 
% 

ω
 



- 단사정계， 경도 5-5.5, 비중 3.0, 아패각상 단구 

- 두꺼운 판상 또는 주상， 담황색， 투명 내지 반투명， 유리광택 

- 알바이트 위에 허더라이트 결정이 놓여 있음. 담황색의 투명한 결정이나 내부 

적으로 심한 fracture에 의해 반투명하게 보임 

15. 호페 아이 트 Hopeite 7J3501 

산지 : 잠비 아， Kabwe, Broken Hill Mine, #2 open pit 

- 인산염광물， Zrl3(P04h . 4H20, par하lopeite와 동질이상 

- 사방정계， 경도 3.5, 비중 3.1, 불평탄 단구， 이쇄성 

- 장주상 또는 판상， 무색 또는 적색， 반투명 내지 투명， 유리광택， 벽개면은 진주 

광태，백색조선 

16. 코니 찰사 이 트 Conicha1cite 7K4102 

산지 : 미 국 Arizona주 

- 비 산염 광물， CaCuAs04(OH) 

- 사방정계， 경도 4.5, 비중 4.3, 벽개없음， 불평탄 단구， 이쇄성 

- 단주형 결정， 포도상 또는 신장상， 황녹색 또는 에메랄드 그련， 반투명， 유리광 

태 또는 지방광택， 녹색 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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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선 회절도 : 코니찰사이트 

17. 오스티 나이 트 Austinite-Jianshulite 7K6402 

산지:멕시코 

- 비산염광물， CaZnAs04(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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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정계， 경도 4-4.5, 비중 4.2, 이쇄성 

- druse 상， 담회색， 투명 내지 반투명， 지방광택， 백색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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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선 회절도 : 오스티나이트 

18. 아다마이 트 Adamite-Gypsum 7K3404 

산지 : 멕시코 

- 비산염광물， Zn2As04(OH) 

” w 

- paradamiate와 동질이상， 사방정계， 경도 3.5, 비중 4.4, 아패각상 또는 불평탄 

단구，이쇄성 

- 끝이 쐐기모양의 여러 결정이 druse 상으로 표면을 피복， 황녹색 또는 황색 색 

조를 띤 백색， 투명， 유리광택， 황녹색 형광 

- 석고가 수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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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선 회절도 : 아다마이트 

19. 미 메 타이 트 Mimetite 7K3502 

- 비산염광물， 녹연석 (pyromorphite) 계열， 인회석군， Pb5(As04hCl 

- 단사정계， 경도 3.5-4, 비중 7.3, 아패각상 또는 불평탄 탄구， 이쇄성 

- 구상 또는 포도상， 담황색 또는 오렌지 옐로우， 반투명， 아금강광태， 백색 조흔 

- 침철석 위에 점점이 작은 입자로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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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선 회절도 : 미메타이트 

20. 데스클로이자이트 Descloizite 7K9202 

산지 Namibia, Tsu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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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륨산염 광물， descloizite-mottramite 계 열 , Pb(Zn,Cu)V040H 

- 사방정계， 경도 3-3.5, 비중 6.2-63, 불평탄 또는 패각상 단구， 이쇄성 

- 도변상의 꽃모양 결정의 집합체， 진한 갈색， 진주광태 또는 유리광택， 반투명 

21. 에 리 쓰라 이 트 Erythrite 7K1705 

산지 Morocco， Bou Azzer 

- 비 산염 광물， erythrite-annabergite 계 열， C03(As04)z . 8H20 

- 단사정계， 경도 1.5-2.5, 비중 3.2" 앓은 박층상으로 잘 휘어지고 잘 절단됩. 

- 담홍색 또는 자색， 불투명， 약간의 금강광태， 보이는 색보다 열은 조흔색 

22. 이 지 린 Aegirine 7N4202 

산지 : 남아프리 카공화국， Zomba Malawi 

- 이 노규산염 광물 휘 석 군， NaFe3+Siz06 

- 단사정계， 경도 6, 비중 3.6, 불평탄 단구， 이쇄성 

- 주상결정， 결정의 끝부분이 완만하면 aeglnne, 예리하면(acute) acmite. 일반적 

으로는 acmite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암록색/녹흑색 (aegirine) ， 적갈색/암록색/녹흑색 (acmite) ， 불투명， 유리광택， 조흔 

은 담황회색 

- 전형적인 유백색 ， 진주광택을 보인는 알바이트 결정이 부분적으로 이지린을 코 

탱， 

23. 하디 스토나이 트 Hardystonite 7Q3702 

산지 : 미 국， New Jersey주， Franklin 

- 규산염 광물， melilite 군， CazZnSiz07 

- 정방정계， 경도 3-4, 비중3.4， 이쇄성 

- 괴상， 담갈색， 반투명， 유리광택 

- 이 표본은 자외선을 씌면 형광을 발하는 광물들로 구성， 자외선 하에서 

hardystonite는 짙 은 자 색 , willemite는 밝은 녹 색 , clinohedrite는 열 은 오 렌지 

색 , franklinite는 형 광성 이 없 음. 

24. 크 리 소콜 라 Chrysocolla 7R2003 

산지:자이레 

- 필 로규산염 광물， CuzHzSizOs( OH)4 

- 사방정계 또는 비정질， 경도 2-4, 비중 2.0-2.4, 불평탄 또는 패각상 단구， 강한 

이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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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질， 청색 또는 청녹색， 반투명에서 거의 불투명까지， 유리광택 또는 토상광 

택 

- 갈색의 모암을 괴상의 크리소콜라가 피복하고 있으며， 그 사이 번 공간을 

druse 상으로 작은 석영 결정들이 채우고 있음. 

25. 세 란다이트 Serandite 7S3001 

산지 : 카나다， Quebec주， Mount Saint Hilaire 

- 규산염광물， MnzN aSh08( OH) 

- 삼사정계， 경도 4.5-5, 비중 3.3, 불평탄 단구， 이쇄성 

- 두꺼운 판상 또는 주상， 적색， 투명， 유리광택， 벽개면은 진주광태 

- 책상의 혹운모가 부분적으로 존재， 세란다이트와 흑운모가 아날섬 위에 존재 

26. 고세 나이 트 Goshenite 7S7318 

산지: 브라질， Minas Gerais 

- 무색 녹주석을 고세나이트라고 함， Be3AlzSi6018 

- 보석으로 사용되며 무색， 굴절율 1.57-1.60, 경도 7.5-8, 육방정계 

- 약 207] 의 goshenite 결정이 존재， 최대 결정은 길이가 2.5cm 지름이 약 2cm, 

알바이트와 양기석이 수반 

27. 이 네 사이 트 Inesite 7SHOO1 

산지 : 미 국， Califomia주， Trinity County, Hale Creek Mine 

- 이 노규산염 광물， CazMn7Si lO028(OH)z. 5HzO 

- 삼사정계， 경도 5.5, 비중 3.0, 이쇄성 

- 주상 또는 판상， 분홍색조， 반투명， 견사광택 

28. 데 만토이 트 Demantoid 7SKOO1 

산지 : 미 국， Califomia주， San Benito County, Green Fire Claim 

- 녹 색 andradite를 demantoid라고 함.C없FezShOlZ 

- 둥축정계， 경도 6.5-7, 비중 3.7-4.1, 불평탄 또는 패각상 단구， 이쇄성 

- 12면체， 녹색， 투명에서 거의 불투명， 진주광택 또는 유리광택， 보석으로 사용 

29. 베수비아나이트 Vesuvianite 7SL10l 

산지 : 카나다， Quebec주， Asbestos, ]effrey Mine 

- 소로규산염 광물， Ca lO(Mg , Fe)zAμ(Si04)5(Siz07)z(OH)4 

- 정방정계， 경도 6-7, 비중 3.4, 이쇄성 

- 단주상， 자색， 투명 내지 반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흔 

- 28 -



- 적색의 색조를 띤 자색， 끝부분은 담황녹색， intemal fracturing과 포획물에 의 

해 명료하게 보이지 않음 

30. 볼트우다이트 Boltwoodite 7SQI01 

산지 : 미 국， Ca1ifomia주， San Bemardino County, New Method Mine 

- 네 소규산염 광물， 함우라늄광물， K2(U02)z(Si03)z(OH)2' 5H20 

- 단사정계， 경도 3.5-4, 비중 3.6, 조밀한 미정질 집합체， 담황색， 무염 또는 토상 

광태， 흐린 녹색 형광 

- 일차 우라늄 광석광물이 산화되거나 변질되어 형성됨. 방사능광물이므로 취급 

시 특히 주의해야 함. 

31. 베 니 토아이 트 Benitoite 7T1301 

산지 : 미 국， Califomia주， San Benito County, Benitoite Gem Mine 

- cyc1osilicate, BaTiSh09 

- 육방정계， 경도 6-6.5, 비중 3.6, 패각상 또는 불평탄 단구， 이쇄성 

- 추형 또는 판상， 청색， 투명 또는 반투명， 유리광택， 무색조흔， 청색형광 

- 지름이 lmm에서 1.&m에 이르는 판상 베니토아이트 결정들로 구성되어 있음. 

내부 열극의 영향으로 반투명함. 매우 밝은 청색 형광. 괴상의 백색 natrolite가 

부분적으로 맥상으로 나타남. 

32. 셉 튜나 이 트 Neptunite 7T1701 

산지 : 미 국， Califomia주， San Benito County, Gem Mine 

- 이 노규산염 광물， KNa2Li(Fe, Mn)zTi2Si8024 

- 단사정계， 경도 5-6, 비중 3.2, 패각상 단구， 이쇄성 

- 주상， 흑색， 거의 불투명， 유리광택， 적갈색 조흔 

- 백색 괴상의 natrolite가 부분적으로 법튜나이트를 덮고 있음 

33. 카타플 레 이 아 이 트 Catapleiite 7T2101 

산지 : 카나다， Quebec주， Mount Saint Hilaire 

- 싸이클로규산염광물， (Na2，Ca)ZrS섭09 2H20 

- 육방정계， 경도 5-6, 비중 2.7-2.8, 이쇄성 

- 앓은 판상， 담황색 또는 황갈색， 투명에서 거의 불투명까지， 유리광택， 약간의 

훈색 

34. 스핀 Sphene 7TIA02 

산지: 므라질， Minas Gerais, Capel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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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소규산염 광물， CaTiSiOs 

- 단사정계， 경도 5-5.5, 비중 3.5, 불평탄 내지 패각상 단구， 이쇄성 

- 주상， 황녹색， 지방광택， 투명 내지 불투명， 백색 조흔 

- 수반되는 a1bite는 유백색， 무염， 지방광택 

35. 유다이얼라이트 Eudia1yte 7V2103 

산지 : 카나다， Quebec, Mount Saint Hilaire 

- 규산염 광물， Nat(Ca，Fe，Ce，Mn)zZrS때017(OH，Cl)z 

- 삼사정계， 경도 5-5.5, 비중 2.7-3.0, 불평탄 단구， 이쇄성 

- 주상， 심적색으로 약간의 오렌지색조를 염， 반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흔. 

36. 액시나이트 Axinite πT4101 

산지 : 러 시 아， Siberia, Polar Urals, Saranpaul 

- 규산염 광물(환상구조형 , cyc1osilicate), (Ca，Fez+ ，MnhA1z(B03)(SμOlz)(OH) 

- 삼사정계， 경도 6.5-7, 비중 3.3, 불평탄 내지 패각상 단구， 이쇄성 

- 도변상의 결정이 군집을 이룸， 자색-갈색， 투명 또는 반투명， 유리광택， 무색 조흔 

- 가장 큰 결정은 투명한 말단 부위를 따라 패각상의 작은 홈， 다른 결정들은 완 

전 벽개를 보임 

37. 인 디 코라 이 트 Indicolite 7V 4D30 

산지 : 므라 질 , Minas Gerais, Govemador Va1adares, Go1conda Mine 

- 전기석의 일종인 elbaite의 변종， 싸이클로규산염， Be3A1zSi6018 

- 보석으로 사용됨， 청색조， 굴절율 1.62-1.68, 경도 7-7.5, 삼사정계， 강한 다색성 

- 2개의 결정으로구성， 회색 색조를 띤 담청색， 진주광택 내지 유리광택， 약간 투 

명 내지 반투명 

38. 데 이 톨라이 트 Datolite 7V 4401 

산지 : 미 국， Colorado 주 

- 네 소규산염 광물， CaBSi04(OH) 

- 단사정계， 경도 5-5.5, 비중 3.0, 벽개 없음， 이쇄성 

- 짧은 추면체상， 백색 또는 무색， 청색조， 투명 내지 반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 
동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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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선 회절도 : 데이톨라이트 

39. 댄부라이트 Danburite 7V 4301 

산지 : 미 국 Arizona주 

- 소로규산염 광물， Ca8zSiz08 

- 사방정계， 경도 7, 비중 3.0, 패각상 단구， 이쇄성 

- 추형 결정， 수직 조선， 정벽이 토파즈와 유사， 백색 또는 담황색， 투명 또는 반 

투명， 유리광택， 백색 조흔 

cou이야 

1<01 

1211 

1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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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선 회절도 : 댄부라이트 

40. 텍 타이 트 Tektite 880011 

산지: Libya 
.::;:t. ";l1~ 0 ;:큰 - τC ""ëf걷f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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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좋은 투명도와 그 산지에서 이름을 따서 Libya Glass라고 불림 

- 지방광택， 담황색， cristobalite가 단괴상으로 포획. 

41. 철운석 Iron meteorite 8AAOO8 

산지 : 나미 비 아， Hoba, Gibbeon 

- 원소광물， Fe-Ni 

- 철회색 또는 흑색， 금속광택， 불투명， 둥축정계 

- 벽개는 없고， 침상 단구， 경도 4-5, 비중 7.3-7.8, 전성， 

- 약간 마모된 흔적， 전형적인 산화철의 색인 갈색과 앓은 무광택 충으로 덮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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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수집된 암석표본의 성인적 분류표 

표본명 (암석명) 

Porphyritic gr없디te 전북 장수 lAA013 채취 

” lAA014 I ” 
Granite 경북 문경 가은 고모치광산 lAA015 I N 

Amygdaloidal Basalt(대 형 ) 경남 합천 덕곡 병매 칠곡충(총) lEC10 ” 

Rhyolite 경북 청송 진보 신촌 I 7BAA19 I ” 
Monzonite ( 대 형 ) 경기 양평 강상 송학 lCHOl M 

" ( " ) lCH02 I " 

" " ” lCH03 I ” 
Aplite(대 형 ) ” lCE04 " 

” ( " ) lCE05 ” 
Porphyritic granite 경기 양평 강상 ” 

” " 
유문암 (대형) 경북 청송 진보 신촌 구입 

Sandstone 11 * lj'- ~ζ- 채취 

” 경남 합천 용주 월평동 3D015 " 
" 경기 양평 " 

" ” ” 
Shale 경북 청송 진보 신촌 3TO lO 채취 

Ecologite 
중국 중부 대별산 

2Z903 기중 
(Dabiesbhan) 

Granite gneiss 강원 인제 기린 23002 | 채취 

Banded biotite gneiss 충남 온양 | 구입 

% 

ω
 



Table 6. 수집된 북한산 화석표본의 지질시대별 분류표 

Stromatolite 

Redlicfúa | 평양시 중화군 중화읍 
Tonkinella | 평양시 중화군 중화읍 

Anomo∞rella I !명양시 중화군 중화읍 

Bailiella | 평양시 중화군 중화읍 

Ptycoparia | 평양시 중화군 중화읍 
Blackwelderia 자강도 초산군 

Elrathia | 평양시 락랑구역 류소리 

Spirifer 평양시 강통군 

Brachiopoda 함북 은덕군 

Cyltospirifer 함경북도 새별군 고건원구 

방추충 Psedoschwagerina 평양시 강동군 송가리 

Neuropteris 자강도 고풍군 신창리 

Neuropteris 평양시 숭호구역 

N europteridium 평양시 숭호구역 

Sphenophyllum 평양시 승호구역 

Pecopteris 평양시 대성구역 

Callipteridium 평양시 강동군 

Tingia 평안남도 개천시 봉찬리 

Taeniopteris 평양시 강동군 

Cordites 평안남도 개천시 

Glossophyllum 평안남도 순천시 

Lepidodendron 평양시 강동군 송가로동 

Gigantopteris 평안남도 개천시 

Alethopteris 평양시 대성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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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ia | 자강도 초산군 련무리 

Euestheria 평안북도 신의주시 
갑각류 

Cyrena 평양시 대성구역 

Limnocyrena 평안남도 신의주시 

Esteria 평안북도 신의주시 

Corbicula | 황해북도 명산군 륭궁리 

Trigoniodes | 황해북도 평산군 륭궁리 
Pecten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동 

Lycoptera 자강도 초산군 

어류 Lycopteria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리 

Sinαma 함경북도 온성군 

Insecta 평안북도 신의주시 

곤충류 I Ephemeropsis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리 

Insecta 자강도 자성군 신풍리 

Coniopteris l 평안북도 박천군 
N eocalamites 자강도 초산군 장홍리 

Elatocladus ! 자강도 전천군 

Podozamites | 평안남도 대통군 

Baiera 남포시 강서구역 

Selaginella 평양시 대성구역 

Cladophlabis 함경남도 허천군 

Elatites 함경북도 온성군 

Ceratophyllum 함경북도 온성군 

Zamio 함경북도 온성군 

Onychyopsis 함경북도 온성군 

Brachiophyllum | 함경북도 온성군 

- 35 -



Yoldia | 자강도 초산군 련무리 

Thyasila | 함경북도 명천군 
Cαωu띠iμl따tellus 함경북도 길주군 

λI[ya 함경북도 화성군 

Serripes 함경북도 길주군 

Natica 함경북도 길주군 명륙리 

ViCX1ria |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Propebela |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Admete 함경북도 화성군 합진리 

Mactra | 함경북도 화성군 부화리 

Clinocadium | 함경북도 화성군 참진리 

Anadara | 함경북도 길주군 명륙리 

Cancellaria | 함경북도 화성군 합진리 

Limopsis | 함경북도 화성군 부화리 
Solleterina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Cyclina | 함경북도 화성군 부화리 
Solen 함경북도 화성군 하월리 

Dentulium | 함경북도 화성군 부화리 

Lucinoma |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Searlesiia | 함경북도 화성군 하전리 

Saxidomus | 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Sanquinolaria | 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Macoma 함북 길주군 금송리 

Pitar | 함경북도 길주군 금송리 

Cfúamys l 함경북도 길주군 명륙리 
Mercenaria 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Codak따 | 함경북도 화성군 부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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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pea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어류 I Rhinoceras 명안남도 순천시 

Depeletia 평안남도 순천시 

Alnus 함경북도 명천군 

Sequoia 함경북도 새별군 

Platanus 함경북도 길주군 

Carpolites | 함경북도 청진시 
Taxitesa 함경북도 길주군 홍수리 

Metasequoia 함경북도 길주군 홍수리 

Fagus 함경북도 길주군 

Zelkoba 함경북도 새별군 하연구 

Myrica |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리 
Salix 함경북도 새별군 하면구 

Betula |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리 

Acer | 함경북도 길주군 홍수리 

POφIpU띠ulus 함경북도 새별군 하면구 

Castanea 함경북도 길주군 홍수리 

Glyptostrobus 함경북도 길주군 홍수리 

Quercus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함경북도 화성군 함진리 

5)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상대로 지질표본관을 상셜 운영하여 관람인원 

실적을 계절별， 월별， 지역별， 계층별 및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금년에는 

관람자수가 11 ，005명으로 월등히 증가하여 지질표본관이 지구과학의 산 교육 

장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 상설전시관 운영실적 

관랍인원분석 

1998년의 지 질표본관 관람인원을 1995년， 1996년 및 1997년의 실적과 비교해 

윈
 



보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998년에는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관랍자 인원현황은 1995년에 5，449명에서 1996년에는 6，519명， 1997년에는 

6，710명， 1998년에는 11 ，005명으로 증가하였다(Table 7 및 Fig. 8). 

1998년의 관람자 실적은 1997년에 비하여 60.8%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관람자의 증가는 우리 지질표본관이 명실상부한 지구 과학 문화의 

전당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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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연도별 지질표본관 관람자 현황 

1995 1996 1997 

내국인 |외국 내국인 
외국 내국인 외국 

학생 일반 인 
계 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인 

I 0 m w 앓7 157 384 164 101 Z71 

2 fXì 49 113 145 51 9 205 46 30 10 86 

3 4 17 5 26 7 32 45 0 39 45 

4 107 86 193 376 91 469 573 115 10 698 

5 394 128 11 잃3 721 320 1.여8 1.551 2여 1.758 

6 343 220 9 572 587 452 1.여2 499 188 2 689 

7 Z74 m 362 812 359 17 1.188 152 102 262 

8 268 315 22 605 171 16 34 361 592 66 41 699 

9 219 24 13 2fXì 85 21 114 316 232 닮4 

10 1.188 571 16 1.775 590 112 18 720 508 186 48 742 

11 36 192 24 252 308 58 367 52 210 34 296 

12 143 539 13 695 때7 81 576 4fXì 112 42 410 

계 3.때 2ZIi 122 54때 4.516 1.關 114 6.519 4.ffil 1.% 216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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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인원 

단위:천명 

12 

1 1 

n 
U 

4 , l 

9 

8 

7 

g 

5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년도 

Fig 8. 연도별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1998년의 1년간 관람자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월별 및 계절별 관랍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봄(3-5월)과 가을(9-11월)에 총 

관랍자 11 ，005명중 7，646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생 

들의 방학기간 중 학교밖 지구과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월별 관람자 현황을 분석하면 봄 · 가을 수학 여행철에는 학생 단체 관 

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Fig.9 및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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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인원 

단위:천명 

5 

4 

3 

2 

0 

4242 

봄(3-5월) 가을 (9-11 월) 

jf플 (9-.11 월) 

30.9% 

여름(6-8월) 겨울 (12-2월) 

계절 

ctl 룹 (6-8윌 ) 
14.9% 

돋〈3-5칠} 
38.5% 

F핑. 9. 1998년도 계절별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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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인원 

단우1: 천명 

4 

‘끽 

2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6.5% ‘ 
1.9% 

6.5% 

30.5% 

6.7% 

2.5%」
5.1% 

F핑. 10. 1998년도 월별 지 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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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람자 인원 현황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석해 보면 (Fig. 11) 제주 지 

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관람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포함하며， 충청권에는 대전， 충 

남， 충북， 영남권에는 부산， 경남， 경북 그리고 호남권에는 광주， 전북， 전남을 포 

함시켜 분류하였다. 지질표본관 이용 지역의 수는 총 15개 지역 중에서 지역적 

으로 가장 인접한 대전지역이 31.84%로 가장 많고. 충청권 10.5%, 수도권은 서 

울을 포함하여 17.0%, 영남권 19.2% 및 호남권 12.5%, 나머지 해외는 1.6%의 

숫자를 보인다. 대전지역의 관람자 경우 전체 관람자 수인 총 1 ，1005명중 3,500 

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다. 

계층별 관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5'3.4%, 일반인 40.1% 및 기타 1.4%(Fì핑. 12)이 다. 

이와 같이 대전권의 관람자 수와 빈도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숫자 

를 나타내는 경향은 지리적인 근접성이 주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지역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아울러 전국에 걸쳐 주 관람 

대상은 초 · 중 · 고학생 위주로 관땀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Table 8-

11). 

” % 



관람인원 

단우1: 천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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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부 
ζj 一1

「T 대
 

즈
 

l 과
 
。

부산 .:;'!-우」 u , ;.:j I • F 
L_ ‘ f二j

츠나 
ζJ ι=l 

니
 

[
] 켜

 
( 
]C사 7-:1 LH 잔 

지역 

1.6% 
10.3% 

6.5% ’ 
4.2% 

1.6% 

5.6% 

2.5% 

2.2% 

1.9% -

8.6% 

5.7% .~ 31.8% 

1.1% 

Fig. 11. 1998년도 지역별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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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외국인 

계층별 

오|국인 

일반인 
40.1% 

Fig 12. 1998년도 계층별 지 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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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등학생들의 지질표본관 관람 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43회(같 

은 학교 방문자 회수 1회로 함)， 중학교 42회， 고등학교 29회 및 대학교 25회 로 

서 대부분의 학교가 망라되어 있으며 전국의 학교에서 지질표본관을 관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Table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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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1998년도 전국 초등학교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구 -님-‘!:" 관람인원 지 역 
초둥학교 ~δ1 τ E크r = 」ζ; 4 강원 

성룡초 4 대전 
와수초 99 강원 
장위초 2 서울 
가수원초 l 대전 
강남초 2 서울 
광덕초 2 경기 
구즉초 1 대전 
그n 서 。-흐.L- 1 대전 
김화초 65 강원 
남사초 2 경기 
대덕초 11 대전 
대소초 729 충북 
대암초 2 대전 
덕성초 2 대전 
목원초 2 서울 
문정초고 15 대전 
발산초 46 서울 
백운초 2 서울 
-님「 여 。3:: 3 전남 
산내초 1 대전 
서원초 3 대전 
서일초 3 서울 
성룡초 2 대전 
성천초 1 대전 
신풍초 l 경기 
아주초 1 경기 
암방초 l 대전 
어은초 l 서울 
월평초 1 대전 
은석초 138 서울 
이리부송초 62 전북 
장위초 l 서울 
전민초 1 대전 
정림초 1 대전 
지산초 23 대구 
진잠초 113 서울 
창문초 14 서울 
천동초 28 대전 
천동초 24 경기 
풍덕초 2 경기 
현일초 1 대전 
황콕초 1 경기 

1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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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1998년도 전국 중학교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구 J:;!‘v一- 관람인원 지 역 

중학교 가오중 18 대전 
가수원중 42 대전 
갈산중 1 충남 
각131「-;x「걷 ;x「 1 광주 
대방중 386 경남 
대성중 6 대전 
대전중 4 대전 
덕원중 1 서울 
도마중 3 대전 
동대문여중 1 서울 
둔원중 60 대전 
-D「-;z「π:zr 509 전북 
긴I]r A 다l걷;zr: 2 각 :1Sl-;「ζ

법동중 3 대전 
변동중 8 대전 
보문중 102 대전 
봉선중 2 각 :13l「-;1「;

삼육중 1 대전 
셔I~ οL τ그) 1 대전 
어은중 1 대전 
연성중 대전 
월곡중 2 서울 
전민중 3 대전 
중앙중 181 경남 
중앙중 l 대전 
중앙중 1 경기 
진홍중 대전 
차。무 ~주 。 1 서울 
청남중 150 충남 
창원여중 368 경남 
청량중 5 서울 
충장중 1 대전 
한밭중 247 대전 
한밭중 47 대전 
해성중 1 거제 
호수돈여중 50 대전 
홍성중 2 걷 τ1lf-;z「;

화곡중 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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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중 52 대전 
화정중 2 대전 
효광중 2 광주 
중학교단체 280 전국 

2553명 

Table 10. 1998년도 전국 고둥학교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구 분 관람인원 지 역 

고등학교 과학고 33 대전 
인천과학고 148 인천 
대덕고 519 대전 
대전고 1 대전 
대전과학고 17 대전 
대전여고 1 대전 
대전외고 43 대전 
대천여상 1 충남 
동방여고 330 대전 
동화고 2 대전 
부평여상 l 인천 
서대전여고 24 대전 
서야고 1 충남 
서일여고 1 대전 
석정여고 18 인천 
선화고 1 대전 
성복고 144 
송곡과학고 
신홍고 1 대전 
오금고 2 서울 
T。 λ「}4τ1 34 전주 
인창고 대전 
장호공고 51 대전 

전자고 1 대전 
창원여고 392 경남 

청구고 1 대구 
한명고 96 대전 
호수돈고 2 대전 
기타 94 

1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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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1998년도 전국 대학교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구 면 님r 관람인원 지 역 

대학교 상지대 121 강원도 

성균관대 3 서울 

전남대 36 광주 

전북대 11 전북 

조선대 1 전북 

충남대 46 대전 

한국교대 25 서울 

KAIST대학원 2 대전 

한양대 1 서울 

건양대 21 충남 

동우전문대 7 

서울대 51 서울 

영남대 15 대구 

육군대학 21 대전 

MIT공대 1 서울 

경북대 27 대구 

경상대 19 대구 

고려대 3 서울 

군산대 3 전북 

금성환경전문대 2 대전 

대전대 14 대전 

목원대 2 대전 

부경대 2 부산 

배재대 5 대전 

기타 60 

499명 

- 50 



한편 각 연구소， 박물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관람인원 숫자는 적지만 지질표본관 

관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도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용이 대부 

분을 차지한다 (Table 12). 관람업체의 수는 전체 59개 업체 중 수도권이 25개 

업체로 42%, 충청권이 25개 업체로 42%이며， 기타 권역의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주요 지질표본관 관람업체는 Table 13과 같으며 이 외에도 많은 일반 

업체에서 관람하고 있다(Table 14). 업체 중에는 각종 연구소의 관람이 두드러지 

며， 기타 박물관， 시청 둥 다양한 업체가 관랍하고 있다. 

또한 일반단체의 관람 인원을 분석해 보면 전국에 걸쳐 관랍자가 분포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
 μ
 



Table 12. 1998년도 전국 연구소， 박물관 및 기타업체 지질표본관 관랍인원 현황 

구 분 관람인원 지 역 

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 24 서울 

한국에너지기술연 6 대전 

해양조사원 3 대전 

환경생태연구소 3 대전 

에너지기술원 l 서울 

광주과학기술원 1 광주 

KIER 14 대전 

LG종합기술원 1 서울 

충남보건환경연 2 대전 

충북사회발전연 1 충북 

충북사회발전연 1 충북 

충북사회발전연구소 14 충북 

대전교원연수원 1 대전 

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2 서울 

경주화석박물관 4 경북 

대전보건대박물관 23 대전 

기 타 삼성물산연구팀 2 서울 

석탄산업화사업단 2 서울 

석회석가공업 31 서울 

신한다이아몬드 2 서울 

어린이도서연구회 43 서울 

에너지관리공단 25 대전 

에너지자원센터 3 대전 

창조과학연구회 21 대전 

통산부에너지관리부 1 서울 

EBS자연팀 7 서울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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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1998년도 전국 주요 공공기관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자 

구 분 관람인원 지 역 

공공기관 통산부 5 서울 

강원도청 2 강원도 

공군본부 1 대전 

과기부 2 서울 

과기부 2 서울 

과학교육진홍회 3 서울 

과학기술원 1 대전 

광업진홍공 1 서울 

광주시청 2 광주 

국립방재연구소 41 서울 

군사과학대학원 19 대전 

농어촌진홍공 20 서울 

농협중앙회 2 대전 

대구교육청 91 대구 

대홍동사무소 l 대전 

도마동사무소 l 대전 

부산온헌시장 1 부산 

수자원공사 3 대전 

수자원공사 l 서울 

아산시청 2 충남 

연합통신 2 서울 

예산청 1 서울 

유성구환경보호과 1 대전 

육본땅굴탐지과 2 대전 

익산시청 2 전북 

전주시청 l 전북 

청소년자원봉사 199 대전 

충남도청 1 충남 

태박시청 11 강원 

한국도로공사 120 서울 

한국전력기술원 2 서울 

환경부 3 서울 

5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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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1998년도 일반단체의 지질표본관 관람인원 현황 

구 τ 닝r 관람인원 지 역 

일반 단체 서울단체 18 서울 

신안단체 51 전남 

여수단체 18 전남 

함안단체 39 경북 

거제단체 24 경남 

광주단체 125 광주 

광주단체 139 광주 

남해단체 41 경남 

대전단체 416 대전 

부산단체 430 부산 

사천단체 18 경남 

서울단체 22 서울 

순천단체 25 전남 

양산단체 31 경남 

양양단체 22 강원 

여수단체 144 전남 

여수단체 118 전남 

여수단체 20 전남 

여수단체 131 전남 

영풍개발 38 충북 

우천특수강상사 231 대전 

주문진단체 120 강원 

청주단체 22 충북 

통영단체 159 경남 

포항단체 40 경북 

해남단체 31 전남 

횡송단체 31 경북 

인 1127 
36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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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질표본관을 방문하는 관람자들은 매년 중가하는 추세 

이며. 앞으로도 지질표본관의 관람인원 실적 증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 

구해야 할 것이다.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연출계획 및 전시기법 연구 100% 

2) 국내외 표본의 체계적 수집 100% 

(특히 전자 상거래를 통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물표본 구입) 

3) 신축 지질표본관 야외전시를 위해 국내산 대형 광물， 암석표본 수집 : 100% 

4) 지질표본의 감정， 연구 및 자료전산화 100% 

5) 지질표본관의 대외 홍보활동 강화 100% 

6) 지질표본관 관리 운영 : 100%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 방향 및 공간연출 계획 확립 : 충분 

< 자체평가》 

선진국 표본관의 자료활용으로 신축 지질표본관의 분야별 전시물 및 전시 

연출계획 완성 

2) 국내 · 외 지 질표본 수집 : 충분 

< 자체평가〉 

- 국내 · 외산 희귀 광물표본은 전자상거래 및 수장가를 통해 89점과， 

최대의 결정인 방해석 (2m x l .5m ; 강원도 영월 상동 대한 중석광업소)， 

유문암(2m x 1.5m ; 경북 청송)， 현무암(2m x 1.5m ; 경남 합천 칠곡충) 

회절상 총리 ((2m x 1.5m ; 경남 합천) 등을 수집， 감정， 분류， 자료 

전산화하여 신축 지질표본관 광물코너 및 야외 전시물 내용 강화 

3) 지질표본관 대외홍보 활동 ; 관람자 11 ，005명 : 충분 

<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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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의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및 화폐박물관 둥과 

연계하여 견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 : 충분 

- 학교밖 과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초 • 중 • 고교 

학생 및 전국의 관광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질표본관 견학 공문 및 

홍보책자를 발송해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관람을 했으며， 또한 사회 

단체에서 방문한 관람자 수가 매년 현저한 양상으로 증가 추세임. 

- 연구소와 지질표본관 로고가 새겨진 볼펜 및 시계를 제작하여 홍보 전략 

차원에서 학생 및 광산업계 종사자에게 제공 

5. 연구성과 

1) 신축 지질표본관 전시연출 및 전시기법 완성 

2) 지질표본 110점 수집 감정 분류 및 자료전산화 

3) 지질표본관 관람자수 11.005명(작년도 대비 69%) 증가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축 지질표본관에 홍미유발을 위한 동적전시물(디오라마， 사율레이션， 영상 

둥)과 대형 공룡모형물 및 표본전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나 이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절대 부족 

2) 국내 광산의 폐 · 휴광으로 국내산 지질표본 수집 불충분 

3) 연구전문직(특히 화석 전공자) 및 교육전문요원 확보 시급 

7. 중요연구변경 사항 

8. 기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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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 획 

1. 국내 외 관련분야의 환경 분야(전년도 사업 선청사와 비교분석) 

1) 국외에서 박물관이나 지질표본관은 문화관광지로 정착됨. 

2) 국내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및 인류고고학 분야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종류와 크기가 미약한 실정임.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목표 및 내용 

1) 신축 지질표본관의 전시설계 여건에 맞는 전시가능 주제 및 제목의 선정 

2) 이에 맞는 시나리오 작성(전시목적， 전시내용， 동원될 자료나 장비， 전 

시 순서， 동선， 사진이나 sketch) 

3) 전시조명， 색체， 해설문 및 설명문 작성 

4) 개관 및 개관 준비에 따른 홍보， 이벤트 계획수립 

5) 대형 지질표본과 국내산 미보유 표본의 지속적 확보방안 연구 

6) 개관 이후 지질표본관 운영 방안연구 

- 교육 · 보급 프로그램 개발 

(안내， 강의， 실기강좌 및 정규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 교육문화사업 계획 

(자원봉사자 양성， 박물관학교 운영， 초청행사， 교육상담센터 운영 및 출판 

사업 둥) 

- 홍보 

(매체홍보， 유사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관련학회 · 협회 가입 둥) 

- 마케탱 

(단계별 집중 마케탱 전략， 정보의 계속적인 제공정책 즉 각 택시 회사에 

공문발송 또는 관광관련업체에 장소 제공 등) 

- 수익성 사업 

(기념품， 서적， 기획전시실 대관 등) 

- 홍보전략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박물관 견학 기념품으로 제공 

(Puzzle, 공룡퀴즈카드， 지구본제작， 화석모형도， T-shirts, 지질도 및 엽서 

동) 

- 장기발전계획 수립 

딘
 



3. 연구추진내용 

3，αm 

5，α)() 

5，α)() 

30，αm 

187，αm 

3，αm 

4. 연구평가시 착안점 
1) 신축 지질표본관의 전시설계 공간구성 전시주제 및 전시물의 적절성 

2) 전시 표본의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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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참여연구원 5 

기관별참여연구원 칙급별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한국자원연구소 

명
 영
 ‘
영
 명 명
 영
 

출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
영
 영 영
 며
。
 

qu 

1‘ 
q
ι
 

금
 금
 급
 타
 

이
。
 이n
 

책
 선
 원
 기
 

주관연구책임자 

신흥자 

명 6 계 

칙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 

션임금 

원 급 

기 타 

찌 

.
명
 명
 
명
 
‘
명
 명
 

칙급별참여연구왼 

‘
명
 명
 
명
 
‘
명
 명
 

책임급 

선임금 

훤 급 

기 타 

계 

칙급별참여연구원 

영
 
영
 
‘
영
 명
 
영
 

책임급 

선임금 

원 급 

기 타 

겨l 

직급별참여연구원 

며
。
 며
。
 며
6
 
며
。
 며
。
 

책임급 

선임금 

현 급 

기 타 

계 

칙급별참여연구훤 

며
X
V
 며X
9
 며
。
 며
。
 며
。
 

책임급 

선임금 

원 급 

기 타 

계 

칙급별참여연구현 

책임급 

션임금 

원 급 

기 타 

계 

‘
명
 명
 
영
 
‘
명
 명
 

”
1u 

’
l4 

”/‘ 

6 

기판별참여연구앤 

출연 (연) 

국공렵(연) 

대 학 

산업채 

기 타 

계 

며
。
 쩌
엉
 며
。
 며
6
 며
@
 며
경
 

기관별참여연구원 

명
 
명
 
명
 

영
 
‘
명
 명
 

출연 (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기관별참여연구현 

며
경
 며
경
 며
경
 며
。
 여
。
 ‘
명
 

출연 (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기관별참여연구원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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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깅
 ‘
명
 며
。
 며
6
 
며
。
 

출연 (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기관벌참여연구원 

출연 (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영
 
명
 
‘
명
 ‘
영
 명
 
명
 

기관혈참여연구원 

출연 (연) 6 

국공렵(연) 

대 학 

산업째 

기 타 

째 

명
 
명
 

‘
영
 명
 
명
 
‘
명
 

6 

131 ，αm 천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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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요
 

주
 

O 기타 6 



7. 연구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1 

2 I 간접벼 65,625 33,308 

3 I 외부인건비 23,460 21.1 28,260 

4 I 직접경비 76,140 69.0 74,311 36.8 

·여비 (7,934) (7.1) (8，40이 (4.2) 

·기술정보활동비 (3,750) (3.4) (6,4æ) 

·연구기자재 
00,500) (9.5) (3,100) 

및 시설비 

·재료 및 I (36,381) (32.8) (42,473)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I 08,015) I 06.2) I (13,,935) 
수수료 

5 I 연구관리비 10,960 9.9 3,929 1.9 

·연구원인센티프 00,625) (9.6) (3,616) 

·평가비 (335) (0.3) (313) 

위탁연구관리비 

연구사업비 총액 잃3，372 100 202,387 100 

업 
정부출연금 껑3，372 100 202,387 100 

비 

총 

액 
민간부담금 

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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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첩된 π! 잘표본 
* 팡물， 암석， 확석 착료펀산확 (Code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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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광 까、 
J-L원 

안티 모니 (Antimonv) 

등록번호 : 7A4202 

산 지 : 미국 캘리포니아 

- 63 -



물
 

광 화 L활 

테난타이트 (Tennantite) 

등록번호 : 7C1210 

산 지 : 페루 환잘라 

발연석 (G떠ena) 

등록번호 : 7B4168 

산 지 : 페루 환잘라 

- 64 -



물
 

광 화 산 

패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등록번호 : 7E1402 

산 지 : 미국 캘리포니아 

플라트너 라이 트 (Plattnerite) 

등록번호 : 7D6701 

산 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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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광 겐 로 할 

노 사 (Sal-Ammoniac) 

등록번호 : 7GO002 

산 지 : 러시아 파르미고원 

- 66 -

.. ‘ 
r ' 

‘、 ‘ 



‘’• 

|탄산/잘산/붕산염 광물 l 

-67 -

스미쓰소나이트 (Smithsonite) 

등록번호 : 7H2107 

산 지 : 미국 애리조나 

위 더 라 이 트 (Witherite) 

등록번호 : 7H2404 

산 지 : 미국 일리노이 

방해 석 (Calcite) 

등록번호 : 7H13104 

산 지 : 강원 영월 주천 창월광산 



I황산/크롬산/탱 스텐산염 靜]

- 68 -

브로찬타이E (Brochantite) 

등록번호 : 717103 

산 지 : 미국 네바다 

크로코아이트 (Crocoite) 

등록번호 : 7L5203 

산 지 : 오스트레일리아 

휴브너라이트 (Huebnerite) 

등록번호 : 7L6104 

산 지 : 페루 



I황산/크롬산/텅 스텐산염 뿔] 

- 69 

회 중석 <Scheelite) 

등록번호 : 7L6417 

산 지 : 충북 중원 앙성 대화광산 

회 중석 <Scheelite) 

등록번호 : 7L6418 

산 지 : 충북 중원 앙성 대화광산 

회 중석 <Scheelite) 

등록번호 : 7L6419 

산 지 : 충북 중원 앙성 대화광산 



l황산/크롬산/탱 스텐산염 靜]

- 70 -

회 중석 (Wolframite) 

등록번호 : 7L6323 

산 지 : 충북 중원 앙성 대화광산 

앵글래사이트 (Anszlesite) 

등록번호 : 7I1604 

산 지 : 모로코 미벨트 

앵글해사이트 (Anszlesite) 

등록번호 : 7I1605 

산 지 : 모로코 미텔트 



|황산/크롬산/탱스탠산염 광물l 

1 
l 
i 

꺼
 
‘ 

중정석 , 섬아연석 & 형석 

(Barite , Sphalerite & Fluorite) 

등록번호 : 711421 

산 지 : 미국 테네시 

석 고 (Desert Rose) 

등록번호 : 7I3329 

산 지 : 미국 네바다 

석 고 (Desert Rose) 

등록번호 : 7I3330 

산 지 : 사우디아라비아 



뿔] l 언산/lJl 산/바나단산염 

콜 린사 이 트 (Collinsite) 

등록번호 : 7J때06 

산 지 : 캐나다 유콘 라피드만 

에 리 쓰 라 이 트 (Ervthrite) 

등록번호 : 7K1705 

산 지 : 모로코 

호패아이트 (HODeite) 

등록번호 : 7J3501 

산 지 : 잠비아 브로큰광산 

m 

ι
 



뿔j I 언산/lJl 산/바나단산염 

허더라이트 (Herderite) 

등록번호 : 7J9003 

산 지 : 브라질 

아나파이트 (Anaoaite) 

등록번호 : 7J4005 

산 지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데스클로아지이트 (Descloizite) 

등록번호 : 7K9202 

산 지 : 나미비아 

m Q 



뿔] I 언산/H1 산/바나단산염 

고마나이 트 (Gormanite) 

등록번호 : 7J6001 

산 지 : 캐나다 유콘 

오스티나이트(Aus파피te & Jian밟띠it) 

등록번호 : 7K6402 

산 지 : 미국 콜로라도 

쿄니칼사이트 (Conicha1ci te) 

등록번호 : 7K4102 

산 지 : 미국 애리조나 

M 



| 언산/lJl 산/바나단산염 광물 l 

π
 
ω
 

o'JqPl이트&석고 <tmrite &GmIri 

등록번호 : 7K3404 

산 지 : 미국 산티유라리아 

마때타이트 (Mimetite) 

등록번호 : 7K3502 

산 지 : 미국 산티유라리아 



물
 

광 염 산 균 

이 지 련 (Aei!irine) 

등록번호 : 7N4202 

산 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액시나이트 (Axinite) 

등록번호 : 7V4101 

산 지 : 러시아 우랄산맥 

빼니토아이 E 

등록번호 : 7T1301 

산 지 : 미국 켈리포니아 

(Benito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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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힘
 
] 광 염 산 규 

크리소콜라 ( Chrvsocolla) 

등록번호 : 7R2003 

산 지 : 자이레 

핀 (Sohene) 

등록번호 : 7TIA02 

산 지 : 브라질 

까‘ 

빼수버아나이트 (Vesu꺼anite) 

등록번호 : 7SLI02 

산 지 : 캐나다 제플린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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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산 염 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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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이엄라이트 (Eudialvte) 

등록번호 : 7V2103 

산 지 : 캐나다 퀘벡 

하디 스토나이트 (Hardvstonite) 

등록번호 : 7Q3702 

산 지 : 미국 뉴저지 

이네사이트 (Inesite) 

등록번호 : 7SHOOl 

산 지 : 미국 캘리포니아 



물
 

광 염 산 규 

인 디 코라 이 트 (Indicolite) 

등록번호 : 7V4D30 

산 지 : 브라질 갈칸다광산 

웹튜나이트 (Nentunite) 

등록번호 : 7T1701 

산 지 : 미국 캘리포니아 

쩌 란다이 트 (Serandite) 

등록번호 : 7S3001 

산 지 : 캐나다 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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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잔염광물 

- 80 • 

볼트우다이 트 (Bo1twoodite) 

등록번호 : 7SQI0l 

산 지 : 미국 뉴메써드광산 

네 햄 련 (Neoheline) 

등록번호 : 7M4201 

산 지 : 강원 평강 현내 

고째나이트 (Goshenite) 

등록번호 : 7S7318 

산 지 : 브라질 



물
 

과 o 염 산 L렐 

카타플레이아이트 (C와3011밍ite) 

등록번호 : 7T2101 

산 지 : 케나다 퀘백 

데만토이드 (Demantoid) 

등록번호 : 7SKOOl 

산 지 :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토라이트 (Datolite) 

등록번호 : 7V4401 

산 지 : 미국 콜로라도 

1 , i 。
。



|균산염광물 

- 82 • 

단브라이트 (Danburite) 

등록번호 : 7V4301 

산 지 : 미국 아리조나 

석 류석 (Grossular ) 

등록번호 : 7Q4017 

산 지 : 미국 아리조나 



|외 계 기 원 물 질 l 

• 83 • 

택타이트 (Tektite) 

등록번호 : 8BOOll 

산 지 : 리비아 

청운석 (Iron Meteorite) 

등록번호 : 8AA008 

산 지 : 나미비아 



화 

84 -

Â~ 
1 

스트로마툴라이트 (Stromatolite) 
산 지 :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받 픔 짧쪼tfX￠f짜[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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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엉문명 산 ;;:1 등록번호 전시/보관 구번호 비고 수칩밑자 

자연긍 Natlve gold In Quartz veln 전닙굉앙광신 7All0l 보관 Al이)8- 102 

자연금 Natlve gold 경묵 몽화군 소천면 긍정광산 7Al102 전시(B) 

지연금 Natlve gold 충북 중윈군 노은면 대징광산 7All03 전씨(8) 

자연긍 Natlve gold 미국 콜로라도 Clear creek 7All04 보핀 1~2 

자연급 Natlve gold 미국 알래스카 Peterburg 7All06 보관 1055 

자연급 Natlve gold 채나디 Quebec O,Brl6O cadlllac Mine 7Al ’07 보관 1~7 

지연금 Native gold 미국 콜로리도 T eller count y 7Al ’08 보켠 ’~6 

자연금 Natlve gold 미국 네바다 Goldfield 7All09 보관 1054 

자연금 Native gold 7Alll0 보관 539 

급-온굉 Au- Ag ore 흥님공주 7Alll ’ 보관(대) Alα)8- 103 

금-은-동광 Au- Ag- Cu ore 강원심칙 7A1112 이외 B2308- 108 

긍경 Gold ore 일본 7A1113 ?보핀 기증/김문영 92106100 

지연급 Natlve gold 충북 음성 무극굉신 7All ’4 보관 

지연금 Natlve gold 7A1115 보관 

금 은굉 Au- Ag ore 일 본 능월광산(Hlshlkarl mlne) 7A1116 보관 기증/융상규 없/αlI06 

| 시금 Gold(Placer) 흥닙 홍성군 흥묵면 길산리 급마천 금용광산 7AII17 견시(B) 

00 
-:J AI금 Gold(PI8cer) 과테밀리 7A1118 기증/문건주 97Æ13 

자연금 N8t1ve gold 경북 흥회군 소천연 금정굉신 7A1 1’8 현씨(B) 기증/이춘복 94101118 

자연급 Natlve gold 경북 몽회군 고친연 금정굉신 7A1119 보관 기증/이준욕 앵깨1118 

자연금 Natlve gold 흥님정앙 운곡상굉굉신 7Al ’20 보켠 석영내 은，연‘아연 ，동힘유/채취 94107/00 

지연금 Natlve gold 흥묵 음성 군 긍영면 우극굉신 7A’121 보관 석영내 온，연，이연 힘유/찌취 94107100 

지연금 Natlve gold 흥묵 음성군 금영연 무극광산 7A1122 보관 석영내 은，연，이연 힘유/~휘 9ψ07/00 

지연긍 Natlve gold 흥묵 음성군 금영연 금영광신 7AII23 보관 

자연금 Natlve gOId 충북 음성군 금영면 금영광산 7A1124 보판 

자연금 Natlve gold 경남고성 7AII25 ?보관 기증/01강g 94/여lIOO 

글-은영 Au- Ag ore 흥묵 음성 군 급영연 무극굉신 7AII26 보관 S- 38 채취 없ν'07100 

금-온굉 Au- Ag ore 일온 히시가리(능예)영신 7A1127 보관 

지연급 Natlve GoId 미 국 CaI~orni8 7AII28 구입 96110109 

자연온 N하Ive silver 깅원 정선 동면 은치굉산 7A1201 보관 7A’2- 11 

자연온 잊 휘은석 Natlve silver 11 Argenlle 경기 광명시 일직동시흥광산 7A1202 펀시(8) 기중/최긍성 921~ 

자연은 Natlve sllver 깅윈도 영월군 주천연 주천광션 7AI203 보핀 기증/이징운，힌긍석 잊ν10/25 

지연은 Silver 멕시코 Chihu8hua 7A1204 구입 9611 0/09 

자연동 Natlve copper 경북 영앙군영앙연 7AI301 펀서(B) 7A13- 32 



자연동 Natlve copper 미국미시간 7AI302 보켠 7AI3-30 

자연동 Natlve copper 영국 7AI303 전시(B) 661 

자연동 Native copper 7A1304 보켠 1206 

자연동 Native copper 미 국 워싱 턴 Olympic mountaJns 7AI 3ffi 보관 1030 

자연동 Native copper 경닝창원군 7A1306 전시 (B) 7A13- 87 

지연동 Native copper 영국 7AI307 현시 (B) 7A’3- 19 

동 ， 연 잉 이연굉 CU ,Pb & Zn ore 경북울진 7AI306 ?보관 B2308- 107 

동 copper in conglomer8te 미국미시간 7AI309 보관 7A’3--52 

동‘연 잉 아연굉 CU ,Pb & Zn ore 켠남정흥강력굉상 7A1310 보관 B앓08-109 

자연동 Native copper 경북 영양군 영앙연 셰천동 은치광산 7A1311 펀시(B) 

반압동갱 Porphyry copper 캐니다 Bethlehem 7A1312 보관 7AI3-365 

반암동굉 Porphyry copper 미국 VaJley 7A1313 보관 7A13-368 

반암동갱 Porphyry copper 영국 이일랜드 7A1314 보켠 7A’3-364 

반암동광 Porphyry copper 캐나디 Bethl어1em 7AI315 보관 7AI3- 366 

반암동광 Porphyry copper 미국 V비ley 7AI316 보관 7AI3- 369 

반입동광 Porphyry copper 캐니다 Bet얘앙1em 10NA p~ 1 7A1317 보관 M-375 

1 반암동영 Porphyry copper 캐나디 Ingerbe’Is Nzane 1 7A1318 보관 M-377 
。3

00 반입동갱 Porphyry copper 캐나디 7AI319 보관 B2308-106 

지연동 Natlve copper 몰리비아 7A1320 ?보관 기중/진영식 !l3/08/00 

지연동 Natlve copper 미국 Mlchlcan 7A’32’ 보관 구입 96103105 

자연동 Natlve Copper 미국 Mlchlgan 7A’322 구입 96/ 10109 

지연동 Natlve Copper 미국 Mlchtgan 7A1323 구입 96110109 

지연동 Natlve copper 01 국 Michigan 7A1324 기증 양ναν% 

^'언동 Natlve copper In sandstone 러시이카자흐스탄 7A1325 기증/문건주 97/06 

요써l 띠나이트 Josephin~e ， FeNl3 미국 오러|곤 Josephlne County 7A3101 보펀 1167 

비소 Arsenic 캐나다 브리티쉬 콜톰비아 Near Albeml 7MIOl 켠씨(B) 955 

알해온티이트 Allemont~e 캐나디 브리티쉬 콜톰비이 Atlln 7Ml02 펀시(B) 949 

인티모니 Antlmony 멕시코 Sonora 7M201 구입 96/10/09 

안티모니 Antlmony 미국.캘리포니아 Kern주 Ersklne 채광지역 7M202 98/12 

비스무스 Blsmuth In Quartz 미국 쿄넥티커트 Monroe 7A4301 보관 975 

비스무스 Blsmuth 독일 7M302 보관 7M3- 26 

비스무스 Blsmuth 경북 영일군 영히면 유계굉산 7，뼈303 보관 기중/이동닙 

^'연비스무스 N.씨ve Blsmuth 독일 Johanngeorgens!ad1 7M304 구입 96/10/09 

셰례늄 Natlve selenlum Mt. w!gen, New s。이h waJes 7Aμ01 보관 1172 



댈후률 Tellu끼um wnh Emmonstte, pvrle 미국 뉴맥시코 Granl counlv 7M501 전시(8) 1305 

빼드래이아이트 Hedlevtte wtth Losevtte(밍7Te3) 캐니다 브리티쉬 콜톰비아 Hedoev 7A4502 견시(8) 978 

획연 Graphne 경육문경을옹명갱신 7A5102 전씨 (8) 7A5’ -285 

혹언 Graphne in MlIJ'ble 미국 뉴욕 Essex counlv 7A5103 보관 1010 

흑연 Graphne & FeldspllJ' 7A5104 보관 ’ 50 

혹연 Graphne 경기 기명군 외서연 효영리 7A5105 목도 Al002- 101 

흑연 Graphne 7A5’ 06 보관 

다이아몬드 Di lllTlond in klmberlne 남아공회국 7A5201 펀시(8) Al001-102 

다이아몬드 DllIlTlond In klmberltte 님이공화국 7A5202 보켠 Al00H02 

디이이몬드 DilllTlond in klmberltte 남아공화국 7A5203 보관 Al00H02 

디이이몬드 DilllTlond in Klmberltte 님이공회국 7A5204 보관 Al00H02 

g N떠ive Su~ur 월본 7A5301 전씨 (8) Al003-102 

횡 Native Sulfur 일본 7A5302 보핀 Al003-101 

g Native Sulfur 이태리 7A5303 견시 (8) 구입 91끼/30 

g Native Su~ur 7A53어 보켠 503 

횡 Native Sulfur 롤리비이 7A5305 ?보관 기증/진영식 93/08100 

g Native Sulfur 산지미상 7A5306 보관 
。。

c.o 트로이라이트 Trolltte 미 국 캘 리 포니 아 Del Norte Counlv 781001 켠시(8) 1062 

륭철석 Pvrtte 흥북 흥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781101 전시(8) 82401-102 

횡정석 Pvrne 흥북 중원군 잉성연 대화굉산 78’ 102 보관 82401-102 

g철석 Pvrle 흥북 종원군 앙성면 대화광산 781103 견시(8) 82때’-’02 

g정석 Pvrtte 지이i!fl 781104 전시(8) 82401-101 

g얻석 Pvme 흥륙 중원군 앙성면 대회굉신 78’ 105 펀시(H) 82401 - 103 

륭정석 Pvrtte 메투 781 ’ 06 ?보관 

g얼석 Pvrtte 경륙 달성군 기정면 달성굉신 781107 보관 558 

!I~석 Pvrtte 미 국 뉴욕 Natur어 brldge 781108 보관 1249 

g철석 Pvrtte RlIIllbler Mine, nellJ' Holmes,Wvoming 781109 보관 1170 

g정석(흥상) Pvrtte( 8edded) 경북대덕 781110 보켠 7811 - 62 

!I월석 Pvrtte 빼루 781 ’ 1’ 펀시(A) 구입 91/07/30 

g얻석，연 및 이연정 Pvrtte,Pb & Zn ore 러시 이 。ZYORNOE 빼ne - 1992‘ 11.13 78’ 112 전시(8) V.A，An어n 

!l l영석 Pvrtte 톨려비이 781113 보켠 기증/전영석 93/08100 

g철석 잊 지힐석 Pvrtte & Magnettte 강윈도 정선군 닝연 무릉리 동닙갱신 781113 기증/셔정율 97Æν3 

!I칭석 Pvrtte 강원 정선 군 낭연 동남광산 781114 ?보관 

!I힐석 딘괴 Pvrn려nodule) 강원 태액시 한보탄영 78’ 115 보관 기중/임순륙 앵/ανm 



흉철석 Pyr~e 미상(국내) 7Bl ’16 ?보관 기증101강g 없/08/00 

륭얼석 잊 빙혜석 PyrHe & C히cHe 때|루 7B’117 보핀 기증/김지태 94/01ν23 

g얻석 및 망혀|석 PyrHe & CalcHe 메루 7B1118 보관 기증/김지 EI 맹108123 

횡얻석 및 빙빼석 pyrne & Calc~e 뼈후 7Bll’9 보런 기증/김지태 94/{었/23 

g질석 PyrHe 강원도 정선군 신동용 신예미영신 7B11 2O 보관 채휘 95/06126 

용얻석 PyrHe 강윈도 정선군 남언 동닝광산 7B1121 보펀 채취 94/04100 

W얻석 Pyrtte 강연도 정선군 닝면 동닙광산 7BII22 보핀 채취 맹찌4100 

W형석 및 횡동석 PyrHe & Ch혀copyrHe 경닝 고성군 삼산연 고성굉신 7BII23 보판 

흉철석 및 W동석 PyrHe & Chalcopyrtte 김윈도 태액씨 톨리7동 한보탄광 7B1124 보관 

륭정석 및 g동석 pyrHe & Chalcopyrne 김원도 영훌군 상동을 녹전혀 녹견갱신 7BII25 보관 

W힐석 및 "동석 PyrHe & Chalcopyr~e 경닝 고성군 십산면 심산지11굉신 7B1126 보관 lì05 

"철석 PyrHe 뻐루 7B1127 보관 구입/엉경용 95/091’9 

횡철석 및 빙해석 PyrHe & Calctt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십보광산 7B1128 보관 구입 잊ν101’2 

륭혈석 PyrHe 경륙포항 7B1129 보관 구입 95/10112 

흉철석 및 수정 PyrHe & Rock Crys!히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삼보굉신 7B11 3O 현시(C) 구입 951’0112 

W얻석 Pyrtte 경기도 화성군 옹당연 삼보광산 7B1131 보관 구입 95/1α12 

륭정석 및 앙협|석 PyrHe & Calc~e 경북 용회군 소천연 연회굉산 7B1132 보관 구입 양ν10112 
C.D 
ζ〉

"철석 ，방빼석 및 석영 Pyr~e ， CalcHe & Quartz 경기도인천 7BII33 전시(C) 구입 95110112 

"월석 및 방빼석 PyrHe & CalcHe 경북 몽회군 소천면 연회굉신 7B’134 보관 구입 9511α12 

횡얻석(셰얻내얘 뻐태) PyrHe 정선군고한읍동고탄광 7BII35 보관 채춰 95/10/00 

5철석 Pyr~e 싱칙군경동탄굉 7Bl ’36 보핀 jjf휘 잊ν1αm 

g철석 Pyr~e 미국 llînois 7B1137 보관 구입 없ìI03/l!) 

5혈석 Pyr~e 멕시코 Sonora 7B1138 구입 96/l1lJ이8 

W철석 PyrHe 멕시코 Chlhuflhua 7B1139 구입 96/10109 

g정석 PyrHe 스때인 7Bl ’40 구입 96/10109 

WI석 잊 지얻석 PyrHe & MagnetHe 강원도 정선군 남면 동남광산 7B114’ 채취 97/07 

횡철석 잊 지월석 PyrHe & MagnetHe 강윈도 정선군 닝연 동낭굉신 7Bl ’42 채취 97/07 

5철석 잊 지철석 PyrHe & MagnetHe 깅윈도 정선군 님연 동닙굉신 7B1143 채휘 97107 

횡철석 Pyrite 북한 7B\144 구입 잊ν!i128 

빽월석 MarcasHe, cryst.IHzed 미국 오클라호미 ottawa, County 7B1201 보핀 ’067 

백얻석 및 석영 MarcasHe & Quartz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심보굉산 7B’202 현시(C) 구입 95110112 

액월석，석영 및 섭이연석 MarcasHe,Quartz & Sph혀erfte 경기도 회성군 몽딩면 싱보굉신 7B1203 전시(C) 구입 95/10/12 

액월석 MarcasHe 미국 Missourl 7B1204 구입 96/10109 

자류철석 Pyrrhottte , Aumerous 미국 남다코티 Homes!oke Mine 7B1301 보핀 1059 



자휴철석 Pyrrhottte , Nlckelfferous 캐나다온타리오 7B1302 보관 1161 

자튜힐석 Pyrrhottte 캐니다온티리오 7BI303 보판 1063 

자튜철석 Pyrrhottte 경륙 몽화군 석포면 지12연회광산 7B’304 보판 째취 잊ν'06126 

지류얻석， 륭철석 및 능형석 Pyrrhottte, Pyrtte & Sidertte 경묵 몽화군 소천연 서현리 장군갱션 7B’305 
해휘 97/07 

코헬리이트 Covelltte wtth pyrtte 유고슬리비아 셰르비아 Bor 7BI501 보핀 1243 

코헬리이트 Covelltte 미국 Montana 781502 구입 96110109 

반동석 Bomtte 781601 보관 ’262 

번동석 Bomtte 7BI602 보핀 1242 

g동석 Chalcopyrtte 흥묵 괴산군 연뭉연 만징광산 7B1701 현씨(B) B2308- 104 

pl 동석 Chalcopyrtte 충북 괴산군 언웅면 만정굉산 7B1703 보관 B2308-103 

g동석 Chalcopyrtte 증님 괴산군 연흥면 만정광산 781704 전시(8) B2308-’05 

pl동석 Chalcopyrtte 자이레 7B1705 전씨(B) B2308-101 

ø동석 Chakcopyrtte 자이해 7B1706 보판 B2308-101 

g동석 Chalcopyrfte 경기 씨흥군 서면 시흥굉산 7B1707 현시(8) 82308-102 

g동석 및 현기석 Chalcopyr‘e & Tourm에Ine 경기 시흥군서면 시흥광산 7B1708 보관 82308-102 

"동석 Chalcopyrfte 액시코 7B1709 ?보판 

g동석 Chalcopyrte sperrylfte- bearing 케니다온티리오 7B1710 보뀐 1215 

c.o 
~‘ "동석 Chalcopyrlte 캐니디 Quebec Rouyn Distrlct 7B1711 켠씨(B) 1060 

"동석 Ch허copyrle 미국아리조나 MI빼 7B1712 보판 1064 

g동석 Chalcopyrtte 경남창원군구흥굉산 7B’713 보관 7B17- K673 

g동석 Chalcopyrfte wIIh dlgenfte, pyrlte 미국 몬타나 8띠te 7B1714 ?보관 1032 

pl동석 Ch태copyrfte 미 국 알래 스카 Prince Wllllam sound 7B1715 보관 1033 

g용석 및 잉왜석 Chalcopyrtte & Calctte 액시코 7B1716 현씨(H) 구입 91/07130 

g동석 잊지튜형석 Ch에copy에e & Pyrrhottte 얻본 부석광산(Kamaishi mine) 7817’7 현시(B) 기중/윤상규 없108106 

g동석 Chalcopyrtte 경북 질곡군 기신면 금회리 7B1718 보핀 채휘 없/야ν@ 

g동석 Ch뻐copyrfte 경북 짙곡군 기신면 급회리 7B1719 보관 채취 앓/αν'00 

g동석 Chalcopyrtte 경북 질곡군 기산연 금회리 7B172O 보관 채취 93101ν'00 

륭륭석 Ch허cOPyrt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광산 7B’721 보판 째휘 95얘퍼O 

"동석 &Pl혈석 Chalcopyrfte & Pyrtte 강윈도 태액시 상동융 거도갱신 7B’722 보윈(대) 체휘 95/06126 

g동석 &Pl훌석 Ch허copyrtte & Pyrle 경북 몽회군 소연연 연회광산 7B1723 보판 

"동석 Chalcopyrtte 충남 금산군 전산면 전산굉산 7B1724 보관 

"용석 외 Ch에copyrle 경남울진군대징광산 7B’ 725 보핀 없O 

g동석，빙연석 및 성아연석 Chalcopyrtte,Galena & Sphalerte 경닙 앙신군 물금면 물긍광신 7B1726 보관 

pl동석 Chalcopyrtte 경남힘인군군욱굉신 7B’727 보관 



횡동석 ChaJcopyr~e 경남 앙산군 밑영면 일광굉산 76’728 보판 

g동석 ChaJcopyr~e 경기도부천군부천광산 761729 보판 003 

횡동석 ChaJcopyr~e 경낭힘안군힘안굉신 761730 보관 

g동석 ChaJcopyr~e 경낭힘인군엄인굉신 76’73’ 보관 

륭동석，빙연석 및 섭이연석 ChaJcopyr~e. Galena & Sphalerlte 경닝을긍굉신 761732 보관 

횡동석 ChaJcopyr~e 경남 앙신군 잃굉연 일굉굉산 76’733 보관 72- 043 

g동석 및 성이연석 Chalcopyr~e & Sphaler~e 경닙 앙산군 일광면 일광굉신 761734 보관 

g동석 및 석영 Chalcopyr~e & Quartz 경기 도 회성 군 옹당면 상보광산 761735 보편 구입 95/10/12 

톰동석 Chalcopyr~e 뼈루 76’736 구입 96/10/09 

늬웰링 Nickelore 전남 닙윈군신내연 신내굉신 762101 전씨(6) 7635-68 

정연석 linar~e 미 국 New Mexico 762201 구입 96/10/09 

휘쿄낼트석 Cob~ne 자이레 763201 전씨(6) 62때7-101 

휘.ll받트석 Cob에tne 캐나다온타리오 763202 켠씨(6) 7632-fi9 

코밭트-늬캘광 C o-Ni ores ~h diabase 채니다 온티리 오 Tlmlskamlng MI 763203 보핀 기증/견효택 91/05/18 

유비니를석 Gersdorff~e & Ch혀copyr~e 독일 (Mit1erberg‘ S에zburg) 763301 보핀 1162 

을만나이트 lJIlmann~e 독일 (Osla. CarinthiaJ 7없401 보관 1163 

!!행카이트 
CD 

Franckene(Pb5Sn3Sb2S씨) 흘리비이 764001 보핀 기증/진영식 93/08/ 00 

1:\:) 빙연석 Galena 경북 몽회군 석포면 연회굉산 764101 ?보앤 247 

방연석 Galena 경북 옹회군 석포면 연회광산 764’02 보관 62201 - 101 

앙연석 및 g동석 GaJena & ChaJcopyr~e 경닙 힘인군 여횡연 여힐굉신 764’æ 전시(6) 764’-47 

앙연석 GaJena 경기 764104 보관 재4’ -299 

빙연석 및얘나르지이트 GaJena & Enarone 경북영덕 재4105 보핀 7641 -.씨6 

방연석 GaJena, cryS\allized 미 국 폴로라도 61ack Hawk 764106 보관 1088 

방연석 GaJena 미국 뉴욕 Rossle 764107 보관 1090 

빙연석 GaJena ~h dolomne 캐나다 온티리오 near Dundas 재4’08 보관 1089 

빙연석 및 성이연석 GaJena & SphaJer~e 어프리카 니미비이 츠메브 (South West AtrlcaJ 764109 보관 1092 

방언석 및 성이연석 Galena & SphaJer~e 경북 용회군 석포면 연회광산 764110 전시(6) 

빙연석 GaJena 경북 몽회군 석포면 연회광산 76411 ’ 보관 1’80 

방연석 GaJena 764112 보관 재41-1180 

방연석 GaJena 깅원 영정옥형영산 764113 보판 7641-K2 14 

방연석 GaJena 764114 보관 7641-230 

방연석 GaJena 경북용회 764’15 보판(대) 62201-102 

빙연석 GaJena, Argenn~erous ore 미국 롤로라도 764116 펀씨(6) 1342 

빙연석 Galena 764117 보관 



방연석 및 심이연석 G버ena & SphaJer~e 경북 용화군 소연면 서연리 징군광산 764118 보관(대) 채취 92104100 

빙연석 잊 섭이연석 GoIena & SphaJer~e 경북 용회군 소현연 써연리 장군광산 764119 보판 채취 없/04100 

방연석 GaJena 경북 용회군 석포면 연회굉신 764120 견시(8) 채취 없/여100 

빙연석 Galena 경북 용화군 석포면 연화광산 764’21 보관 채취 92104/00 

연，이연 잊 동광 Pb,Zn & Cu ore 경묵 흥회군 석포면 연회광신 764’22 야외 

언.이연 뭘 융굉 Pb,Zn & Cu ore 경북 용회군 석포면 연회광산 764123 이외 

잉연석 G혀ena 764’24 보관 

앙연석 Gelena 롤리비이 재4125 보연 기중/진영석 xν아νm 

빙연석 및 섭이연석 G허ena & SphaJer~ e 강원 정션군 남면 무를리 동닝광산 764126 보관 채취 94105/00 

빙연석，십이연석 &W동석 GaJena， SphaJer~e & ChaJcopyrite 경묵 율전군 운광면 금장굉신 764127 보연 3개 

빙연석，섭이연석 &W동석 G뻐ena， Sph에er~e & ChaJcopyrtte 강원 십칙 군 히정면 토신리 은치 광산 764128 보뀐 

빙연석，성이연석 & 를동석 Galena， SphaJer~e & ChaJcopyrtte 강원 정션군 잉계면 냥연리 낙원굉신 764129 보관 

빙연석.섭이연석 & 흉동석 G허ena， SphaJer~e & ChaJcopyr~e 깅윈 영션군 잉재연 징연리 장현굉산 764130 보관 2개 

빙연석，섭이연석，8철석 및 (지톰힐석) G매ena， SphaJertte ， Pyrtte & Pyrrhotne 강앤 정선군 입끼|연 장천리 징연굉신 764131 보관 

빙연석，륭월석 및 (온캉) G허ena， Pyr~e & (Sllver) 강원 영톨군 주천연 주현리 추천굉산 764132 보켠 

빙연석，성이연석 및 8f!석 G혀en'， SphaJer~e & ChaJcopyr~e 강원 영톨군 수주연 도원리 성안광산 764133 보관(대) 

빙연석 밍 잉아연석 Gelena & SphaJer~ e 강윈 영월군 수주연 도원리 십인굉산 764134 보펀 

c.o 
μj 빙연석，심이연석 및 g동석 G매ena， SphaJer~e & ChalcopyrKe 강원 영월군 수주면 도윈리 섬안굉산 뻐4135 보관 2개 

앙연석，섭아연석 밍 g동석 G허ena， SphaJer~e & ChaJcopyr~e 경묵 몽회군 쇼천면 서현리 장군갱신 764136 보핀 

앙연석，섭이연석 및 g형석 GaJena,SphaJertte & Pyrtte 경륙 용회군 소원연 써현리 장군광산 764137 보관 

앙연석 Galena 경북 용회군 석포댄 채2연회광산 764138 보판 채휘 95106/26 

앙연석 Galena 경북연회청산 764’39 보관 째휘 없/10100 

잉연석 Galena 경북연화영산 764140 보관 채휘 94110“。。

빙연석 Galena 경북연회광산 764141 보판 채취 94110/00 

방연석 GoIena 경북연화경산 764142 보윈 채취 94110100 

방연석 GaJena 경북연회굉선 764143 보관 째휘 94110100 

빙연석 및 잉이연석 G잉ena & SphaJerKe 경북 용화군 소연연 연회광신 764144 보관 S-57 채취 

빙연석 G때ena 경북 안동군 길안연 금곡리 길안굉산 764145 보관 채취 맹/07/00 

방연석 GaJena 경륙연회갱신 764146 보관 채취 94110100 

방연석 GoIena 산지미싱 764’47 보판 615 

영연석，섬이연석 및 횡동석 G외ena， SpholerKe & Chalcopyrtte 경북 용힐군 얻톨연 일월영신 764148 보관 

잉연석，섭이연석 & 를동석 G에ena， SphaJerKe & ChaJcopyrtte 경닝 여힘군 군륙리 힘인굉신 764149 보관 

방연석 및십아연석 Ga’ena& Sph에erKe 깅원도 영톨군 수주면 도원리 성안휠산 764150 보관 565 

잉연석‘섭이연석 및 유비월석 G허ena， SphaJertte & ArsenopyrKe 강윈도 상칙군째2연회광산 764151 보관 



빙연석 및 성이연석 Glllena & Sphlllertte 경북몽회군삼익광산 784152 보관 양ì6 

방연석 ，성이연석 잊 g동석 Ga’ena， Sphlller~e & ChaJcopyr~e 경북용화군응점굉산 784153 보관 

앙연석 잊 섭이연석 Glllena & SphaJer~e 경묵용회군은접광산 784154 보관 

방연석 및 십아연석 GaJena & SphaJertte 깅윈도 영룰군 주연연 주천영산 784155 보관 544‘ 250 

잉연석，성이연석 밍 fl동석 Glllena， Sph벼erRe & Chlllcopyrtte 경욱 용화군 석포면 연회굉산 784156 영상실정고 

잉연석，성이연석.수정 및 빙허|석 Glllena,Sphlllertte,Rock Crys!혀 &C에ctte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싱동풍산 784157 현시(C) 구입 95/10112 

연 및이연갱 Pb- Zn ore 강원도 영훌군 추천연 주현광산 784158 보관 기중/이정운，힌급석 95/1α% 

빙연석 Glllena 액시코Chihuahua 784159 구입 96/10109 

방연석 Glllena 미국 Mlssourl 784160 구입 96110/09 

빙연석 Glllena 액시 쿄 Chihuahua 78416’ 구입 96/10109 

빙연석 및 섭이연석 Glllena & Sphalertte 경북 용회군 소천면 서연리 장군영신 784162 채춰 97107 

빙연석 및 십이연석 Glllena & Sphaler~e 경륙 몽회군 소현면 서현려 장군굉산 784163 쳐|휘 97107 

앙연석 및 십아연석 G히ena & SphaJerKe 경북 몽화군 소연연 서현리 장군광산 784164 채휘 97107 

빙연석 및 성이연석 G비ena & Sphlller~e 경북 용회군 소천면 써연리 장군영산 784165 채취 97107 

방연쩍 및 섭아연석 Glllena & Sphlller~e 경욱 몽회군 소천면 서천리 장군갱신 784’66 체취 97/07 

빙연석 및 섭이연석 G에ena-Sph에ertte 륙한 784167 구입 용5128 

성이연석 SphalerKe 경기 회성군 용당면 심보광신 784201 보관 ß2251-101 

‘p ..,.. 
섭이연석 Sph허erite 경기 포천 7B4202 보관 7842-40 

섭이연석 및 흥동석 Sphlller~e & chalcopyrtte 흥북 괴신군 연용면 민정갱신 784203 천시 (ß) 재42-43 

성이연석 SphalerKe 미국 784204 ?보편 

성이연석 Sphalertte 얘스피니이 784205 ?보판 

섭이연석 Sphalerite wlth calc~e 미국 위스콘신 Shußberg 784206 보판 ’340 

섭이연석 Sphaler~e on dolomtte 미국 뉴욕 Pemfleld 784207 보핀 1364 

성아연석 Sphalerite crys!alUzed R고슬러비아 Treoca 784208 ?보펀 ’338 

성이연석 Sphalertte 784209 보관 1250 

섭이연석 SphaJertte 미국 ElI 네시 Jefferson CRy 70010 보판 1347 

심이연석 SphaJertte g북율전군 70011 영싱실정고 ß2251-102 

섭이연석 SphaJertte 경북 영앙군 일월연 일w굉산 784212 ?보관 7842-136 

섭이연석 Sph벼erite 미국 700’3 전씨(ß) 구입 91n13。

섭이연석 SphaJerRe 스111 인 784214 현씨 (ß) 구입 91107，η” 

성이연석 SphaJertte 미국미주리 784215 보관 ，αiO 

섭이연석 SphaJertte 프링스 재4216 전시(B) 784216 

성이연석 SphaJerite 강원 정선군 동연 회암리 구동원정신 784217 보관 체휘 94105103 

섭이연석 SphaJertte 경북 옹화군 소현면 ，OIj천리 징군굉산 784218 보관 채취 94107100 



성이연석 및 앙연석 Sph배er~e & Ga/ena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상보광산 784219 보관 채휘 96/1α생O 

성아연석 및 빙연석 Spha/ertte & G허ena 경기 회성군 옹당연 십보광산 794220 보관 채취 96.κ)5.η10 

성아연석 및 방연석 Spha/erne & Ga/ena 경기 회성군 응답연 심보광산 784221 보핀 채취 잊ν야ν30 

심이연석 Spha/ertte 강윈도 정선군 신동융 신예미굉산 794222 보핀 체취 95106δ$ 

성이연석 Spha/ertte 깅윈도 정선군 신동융 신에미굉산 794223 보관 채휘 95/06/26 

성이연석 Spha/ertte 경묵연회굉산 794224 보관 채취 941’0100 

성이연석 Spha/er~e 경북연회굉신 784225 보관 채휘 94110/00 

성이연석 Spha/ertte 경북 율진군 소현연 연회광산 784226 보판 셰취 94110100 

성이연석 Sphalertte 경묵 율진군 소현면 연회굉신 784227 보핀 채취 9411αm 

성어연석 Spha/ertte 경북 연회굉산 764228 보관 채취 없/’0100 

성이연석 및 방연석 Spha/ertte & Ga/ena 강원도 영월군 추천면 추천광산 784229 보완 247 

성이연석 및 방연석 Spha/ertte & G허ena 경북 올전군 소천면 연회광산 7B4230 보핀(대) 

성이연석 잊 빙연석 Spha/ertte & Ga/ena 깅윈 도 상칙 군 근덕 언 제2연회굉산 784231 보관{대) 

성이연석 밍 망언석 Spha/er~e & Ga/ena 경북 군위군 효령연 군위굉신 784232 보현(대) 

성이연석，수정 및 스트론티어니이트 Spha/ertte.Rock Crysta/ & strα1I.Iar애8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광산 784233 켠씨(C) 구입 잊;，' 10112 

성이연석 Sph버ertte 중국효닝성 794234 교흰 앓'07129 

성이연석 Spha/ertte 뻐|후 794경5 구입 96/10109 
c.o 
다1 

섭이연석 Spha/ertte 뼈루 784236 구입 96110109 

성이연석 Spha/eme 묵한 784237 구입 98tSl28 

성이연석-빙연석-5형석 Sph허eme-G허ena-Pyrite 묵한 794ε38 구입 98tSl28 

유캐드늄석 Greenock~e 미국 뉴멕시코 Hanover dlstrict 764401 보관 잊12 

스댄니이트 stann~e with pyrtte 채니다 브리티쉬 콜톰비이 Revels\oke 7B4601 보켠 1307 

므영카이트 Francke~e 올리비이 Poope 7B4602 보관 ’277 

캐스터리이트 Kester~e 루마니아 B버am81e 재뼈03 구입 97110 

진시 Cinnabar & Cerbant~e 멕시코 DuranQO 765101 보연 1’53 

진시 Clnnabar 미국 캘리포니이 Napa counly 165102 보핀 ”않 

진시 Clnnabar 스때인 7∞103 전시 (B) 7651-72 

진사 Cinnabar 스때인 765104 견시(B) 7651-73 

전시 Clnnabar 중국귀주 765H)5 교흰 96107/29 

진시 Cinnabar 중국귀주 765106 교흰 96107/29 

때티시니비리이트 Melaclnnabarne 미국 워싱턴 765201 전시(B) ’151 

때지이트 Pelz~e 미국 콜로라도 Boulder Counly 76550’ 보관 1~ 

휘은석 Arge깨te 캐니다 온티리오 Coba/t 765502 보켠 ’222 

휘은석 Argentne wlth s\eph이1ite 액시 쿄 Zacua/pan 7B5603 보판 1330 



스트로미얘랴이트 stromeyer~e(CuAgs) 채나다 온티리오 Gowgllnda 7B5801 ?보관 1289 

앤도러이트 Andor~e 롤리비이‘ 786001 보관 기중/진영식 93/08/00 

깨관석 Relllgar 북한(힘륙 부령 군 관해연) 766101 현시(B) 

재판석 Relllgar 일 본 Shlmotsuke 766102 켠시(B) 956 

쩌핀석 Relllgar 미국 네바디 Mllnh8ltlln 766’03 정시(B) 7862-70 

째판석 Relllgar 중국 Hun"" 766’04 켠시(티 구입 94107/30 

계펀석‘비소톨힘유한 Relllg8l'(Arsenic) R링스 766’05 보관 기증/이당혼 90/03/00 

계핀석 Relllgar 흥국효닙성 766106 교흰 잊ν'07129 

계핀석 Relllgar 미국 Nevada 766107 구입 96/10/09 

~Pl Orpiment 중국 Hunan Province 7B6201 구잉 96/10/09 

유비정석 Arsenopyr~e 경북영덕 766401 보판 7B64-1훌 

유비철석 Ansenopyr~e 미국 유타 Gold 매11 재야02 보관 959 

Arsenopyr~e 캐나다 온타리오 Deloro 7B6403 보관 958 

유비용석.성이연석 잊 빙연석 Arsenopyr~e ， Sphlller~e & G81ene 경북 고엉군와동리 766뻐씨 ?보관 싸융4 

유비형석，빙연석 및 십이연석 Arsenopyr~e ， G에ena& Sph버erfte 깅윈도 정선군 님면 닝동리 낙동굉선 7B6405 보펀 7BlI-’213 

유비혈석 Arsenopyrfte 빼루 7B6406 구입 96/1α09 

유비형석 Arsenopyrfte 포르투갈 766407 구입 96/1α09 

‘p 。1
유비얻석 Enargfte 때루 재6408 구입 96/1 0/09 

휘안석 stlbn~e 경룩 옹회군 소현연 서천리 장군갱신 766701 견시 (B) Bl OO3-101 

휘인석 Stlbntte 경기 징효원 766702 보펀 7667-297 

휘인석 stlbnfte 경기 766703 보펀 7667-여4 

휘안석 stlbnfte 766704 보편 499 

휘안석 stibn~e 루마니이 Felsobanya 766705 ?보관 951 

휘안석 Stlbnfte 766706 보판 156 

휘안석 stlbnite 흥닙천원군덕성광산 766707 야외 Bl OO3-I02 

휘안석 얹Ibnfte 태국 766708 전시(B) 7B-393 

휘안석 stlbnite 70009 보판 

휘안석 Stlbn~e 중국지질박물관 786710 현시(B) 구입 93/09/00 

휘안석 stlbntte 롤러비이 786711 보판 기증/진명식 93.π)8/00 

휘안석 stlbn~e 흥국 786712 보판 

휘만석 stlbn뼈 중국 7867’3 보관 

휘인석 stibnite 786714 보관 166 or 99’ 
휘안석 stibnite 중국 786715 보관 구입/엉경용 95/09/19 

휘안석 stlbnite 중국굉동성 786715 구입 9710127 



휘인석 SllbnKe 중국호남성 786716 교흰 96/07129 

휘징연석 Blsmuthlnfte 월본 786801 보켠 4P，때-284 

휘징연석 Blsmuthlnfte 효주 786802 보관 4P40-287 

휘징연석 Blsmuthlnfte 미국 올로라도 Arvada 786803 보핀 976 

휘창연석 Blsmuthlnfte 경욱 월성군 가정연 달성굉산 7B6804 보연 기증/이겁한 92/07128 

휘청연석 Blsmuthlntte 톨리비이 7B68C6 보관 기중/전명식 93/01ν'00 

셰륭휘칭연석 Guan에U‘.t ft e(Bi2Se3) 액시코 Guan아uato 786없16 보핀 977 

진케니이트 Zlnkenfte 롤러비이 Poopo 7B7001 보뀐 ’'093 

쿄루시이트 Colusfte 미국 몬티나 Butte 7B7002 ?보관 1271 

서린드러이트 Cvllndrfte 올리비이 7B7003 보관 

’4 수연석 Molvbsenfte 충북증윈군앙성연돈신광산(전묵정수갱산7) 7B71 'O l ?보현 Bl012- 1'03 

휘수연석 Molvbdentte 흥륙 중원군 앙성면 돈신광산 7B7102 ?보핀 Bl'012- 104 

휘수연석 Molvbdenfte 흥욱 충원군 잉성면 돈산광산 7B7103 보관 B1012-104 

휘수연석 Molvbdenfte 경기 회성군 비용연 님앙 홍석굉산 7B7104 현시 (B) B1012- 1'O l 

휘수연석 Molvbdenfte 경기 회성군 비용면 닝앙 홍석영션 7B7106 보판 Bl '012- 1'O l 

휘수연석 Molvbdenfte 흥룩 중원군 앙성연 돈산굉산 7B7106 보판 Bl '012- 102 

휘수언석 Molvbdenfte 층륙 흥원군 앙성면 돈산굉신 7B71 '07 켠서(B) Bl012-102 

‘p ‘ J 
휘수연석 보관 Molvbdentte 흥륙 중원군 앙성면 돈산광신 7B7108 Bl012- 1'02 

휘수연석 Molvbdenfte 펀북범교갱신 7B7109 보핀 7B71-143 

휘수연석 Molvbden~e In Qu8rlz 미국 콜로라도 Cllm"" 7B711 'O 보핀 1157 

휘수연석 Molvbdenfte 캐나디 온티리 오 Echo Town성lip 7B7111 보편 ’156 

휘수연석 Molvbdenfte KlngsQll!e New south w버es 7B7’12 보관 1158 

휘수연석 Molvbdentte 흥냥 논산광산 7B7113 보윈 M- 306 

휘수연석 Molvbden~e 견륙 장수군 계내연 장수굉신 7B7114 현시(H) 7B71 - K5 13 

휘수연석 Molvbdenfte 787115 보견 7B71 - 231 

휘수연석，~철석 밍 를통석 Molvbdenfte ， Pvr~e & Ch아cOPYfRe 강윈 주링연 7B7116 ?보핀 

휘수연석 Molvbdenfte 강앤 영톨군 상동을 상동갱신 7B7’17 보켠 채취 92/04/00 

휘수연석 Molvbdentte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동남광산 7B7118 보관 채취/2개 ~νm 

휘수언석 Molvbdenfte 흥묵딘앙기린광업 787119 보관 채취 맹106100 

휘수연석 Molvbdenfte 경북 율전군 묵연 연회광산 7B7’20 보관 채휘 941'07/00 

휘수연석 Molvbdentte 흥북 찌영군 급성연 급성광산 7B7121 보판 채취 잊ν'06126 

휘수연석 Molvbdentte 흥북 제영군 급성면 급성링산 7B7122 보윈 채취 95/06/26 

휘수연석 Molvbdenfte 흥북 흥원군 잉성면 능암리 대회경산 7B7123 보윈 채취 95/06126 

여수언석 Molvbdenfte 용북 중영군 앙성면 능암리 대확영산 7B7124 보관 채휘 95/1αν'26 



휘수연석 Molvbdenne 흥묵 흥원군 앙성면 능암리 대회갱신 7B7’25 보관 빼혀 95106126 

휘수연석 Molvbdenne 흥북 중원군 양성연 눔암리 대회광산 7B7126 보관 채취 951'야ν26 

휘수연석 Molvbdenne 풍북 중앤군 앙성면 능암리 대회광산 7B7’27 보관 체휘 잊ν여1/26 

휘수연석 Molvbden~e 흥북 흥원 군 앙성면 능암리 대회광신 7B7126 보핀 체혀 95106126 

휘수연석 Molvbdenne 흥북 흥원군 앙성연 능입리 대회형산 7B7’29 보관(대) 채취 951αν'26 

휘수연석 Molvbdenne 흥묵 흥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7B71 3O 보관 

휘수연석 Molvbdenne 흥북 흥원군 앙성면 대회광산 7B7131 보관 217 

휘수연석 Molvbdenfte 흥룩 흥원군 앙성면 대회광산 7B7132 보관 

휘수연석 Molvbdenfte 흥북 흥원군 앙성면 대회광산 7B7133 보관 

휘수연석 Molvbdenfte 충북 흥윈군 앙성면 돈산광산 7B7134 보관 

휘수연석 Molvbdenne 흥룩 흥원군 잉영면 돈신광산 7B7135 보관 

휘수연석 Moivbdenfte 강윈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동남굉신 7B7136 보관 

휘수연석 Molvbdenfte 풍북 흥원군 잉성면 돈산광산 7B7137 보관 

휘수연석 Molvbdenne 강윈도 정선군 닙면 동남광산 7B1’38 보관 

휘수연석 Molvbdenfte 경남 밑앙군 신내면 삼앙리 신내중석광산 7B7139 기중15덕흰 97109 

휘수연석 및 석영 Molvbdenfte & Quartz 전묵 징수군 계내연 대회광산 7B7139 현시(C) 구엉 %ν，α12 

1 휘수연석 및 석엉 Molvbdenfte & Quartz 깅윈도 영월군 상동면 상동광산 7B714O 보관 구입 잊ν10112 

c.o 
00 휘수연석 Molvbdenfte 강윈도 정선군 남면 동낭광산 7B7141 째휘 971잉7 

유망긴석 AI8bandfte with sph8lerHe 미국 이리조나 Harshaw 7B7301 보관 1’28 

히우얘리이트 Hauerne 시 짙 리 아 Raddusa 7B7302 보펀 1129 

태트리해드러이트 T etrahedrfte 미국 몬타나 Granfte countv 7C1201 보관 ’245 

El I 트리에드러이트 T etrahedrfte near Mavo, Yukon, Terrnorv 7C1202 보관 ’312 

태트리뼈드러이트 Tetrahedrne 캐나다 브리티쉬 콜톰비아 Lards 7CI203 보뀐 1034 

애나르지이트 Enargfte-Iuzonfte 미국몬타니 7CI204 보관 7CI2-447 

예나르자이트 Enargfte-Iuzonfte 메 루 Cerro de pasco 7C1205 보펀 ’036 

티|트리혜드리미트 Terahedrfte 미국 이이다효 7CI206 보관 ’035 

테닌티이트 Tenantfte 때루 7CI207 구입 잊ìl10109 

태난티이트 Tenantfte Iltl 루 7CI208 구잉 9611 01C잉 

태트리쩨드라이트 T etrahedrfte 뼈루 7CI209 구입 %ν10/09 

태난타이트 Tenanttte 메루린젤리 7C121。 없ν12 

농흥온석 Pvrargvrfte 흥북 음성군 금영면 급g광산 7CI801 전씨(B) 

농흥은석 Pvrargvrfte with g8lena 미국 아이다호 BI허ve country 7C1802 보판 1299 

능흥은석 Pvrargvrfte 흥북 음성군 긍영연 금영굉산 7CI803 전시 (B) 

폴리비사이트 Polvbasfte with pvrag깨e 미국 묵캐톨리이나주 콜롬비아 7CI901 보뀐 1254 



스태따나이트 Slephantte 6. PyrllQyr~e 캐나디 7CI902 보관 1232 

리빙스토나이트 Livlngslontte 멕시쿄 바Jltzuco 7Cl001 보관 1154 

보훌란저리이트 Boulangertte 경북 용회군 소천면 서천리 장군광산 7Cl t-Kl l 전씨(C) 

보톨란저리이트 Boulangertte 7C1H02 현씨(B) 

를율란쩌랴이트 BoulangerKe 경북 몽회군 소천면 서천리 잠군굉신 7Cl t-Kl3 보핀 구입 맹108/00 

보우노나이트 Bounonite 때|루 7Cl.Xl1 구입 96110109 

코시라이트 Cosaltte wtth gold 6. QUw1z 캐니다 브리티쉬 콜톰비아 Caribou Dlstrlcl 7C1KOl 보핀 979 

버터리이트 Berlhertte 루마니이 7C1NOl 구입 9611α'09 

R안연석 Jrunesontte 쳐l 코 7C1POl 구입 gν10109 

유안연석 Jrunesontte 메루 7C1 P02 구입 96/10/09 

빼르제리아나이트 BerzeH‘mtte Calctte 스쩌|덴 7C2201 전시(B) 

빼르찌리이니이트 Berzellantte 스웨덴 Smaland 7C2202 보관 638 

티 011만나이트 Tlemanntte 미 국 유티 Marysvale 7C2701 보관 1147 

월타이트 Att에te 미국 뉴멕시코 Dona Ana country 7C3401 보관 1291 

키러버리이트 Calavertte 미 국 콜로라도 Cripple creek 7C3901 보관 106’ 

실바나이트 Sylvantte 독일 7C3AOl 보핀 858 

실바나이트 Sylvantte 미국 콜로라도 Boulder Countrv 7C3A02 보관 1179 

‘p c.o 일고도나이트 Algodontte 미국미시긴 7C4’01 보관 læl 

니콜라이트 및 브혜이트하우프타이트 NicolKe 6. BreKhaupUe 캐니다온타리오주 7C4301 펀시(B) 

띠리라톨스버리이트 Pararrunmelsbergtte 캐나디 온타리오 Cobalt 7C4401 보견 1164 

JII므로라여트 S따flortte 6. SmaltKe 독일 (Rlchelsdaef er-Gebirger, Germanv, Wyomlng) 7C4701 보관 1025 

비코발트석 Smalttte Near Merlerhausen,Hesson 7C4702 보관 1023 

비쿄밭트석 Sm에ttte ， Massive 캐니다 온티리오 Cob빼 7C4703 보관 ’ 024 

스쿠티루라이트 Skutterudtte, crvstalllzed 모로코 Bouazzer 7C4801 보켠 

스루터후디이트 Skutteruδtte 모로쿄 7C4802 구입 96110/09 

브리이사우티이트 Bretthaaupttte 이틸리아 Jg’eslas, Sardlnia 7C5201 보연 1160 

지수정 Amelhysl 경남 율주군 언잉연 언잉굉산 701101 보윈 E’ 102-102 

지수정 Amelhysl 경낭 율주군 언앙연 언앙경산 701102 현씨(N) 티’02 ’% 

지수정 Ame‘hvsl 경낭 율주군 언앙연 언앙광산 7Dllæ 보관 El102-102 

자수정 Amelhvsl 경낭 율주군 언앙연 언앙광산 7Dll04 현시(B) El102-102 

지수영 Amethysl 경닝 율주군 언양면 언앙광신 7Dl1!!; 현씨(N) El102-1æ 

자수정 Amelhysl 경북 올전군 셔연 달우영업소 701 ’@ 보관 

자수정 Amelhvsl 701 ’ 07 전시(N) 

자수정 Amelhvsl 701 ’% ?보판 



Ell0l-101 보핀 

현시(B) 

701109 

70’110 

경낭 울주군 언앙연 언앙경산 

경룩 률잔군 서면 소핑2리 달우캉업소 

경북언양 

Amethvst 

Amethvst 

자수정 

지수정 

383 보관 7011100 Amethvs! 지수정 

보핀 7011101 산지미상 Amethvs! 자수징 

보관 7011102 경북문경 Smokv QUru1z 연수정 

94/06100 기증/깅지태 보관 7011103 모로코 Rock crvstal 수정 

95/08/00 구입/정상구 보관 701’104 인도 Amethvst(blackish vloletJ 자수정 

앙ν@‘100 구입/정싱구 보관 1011105 인도 Aventurlne 이앤트린 

95/01ν% 구입/정상구 보관 7011106 인도 Quru1z(Flower Crvstal) 석영 

95/01ν@ 구입/정상구 보판 7011107 인도 Quru1z(Flower CrvstaO 석영 

95/08/00 구입/정상구 보관 7011106 인도 Rock CrvstaJ(Ralnbow Crvs!비) 수정 

95/091 19 기중/엉경용 7011109 모로코 EWord Rock Crvs!aI 1\ Hemat~e 수정 및 적철석 

M-383 보관 701111 Amethvs! 지수정 

95/10112 구입 보관 701111。경기도 화성군 용당앤 상보영산 Rock crvstal 수정 

구입 7011111 브라짙 Amethvst 지수정 96/10/09 

구입 보관 1011111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상보굉선 Rock Crvs!버 수정 95/10112 

95/10/12 구입 보관 70’1112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상보굉신 Rock Cryst배 1\ Slrontlant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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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12 구입 정 AI(C) 7011113 경기도 화성군 용딩면 삼보굉산 수정，스트론티어니이트，앙연석 잊 섭이언， Rock Crvstal.strontian~e.Galena 1\ Sphalerla 

구입 펀씨(C) 7011114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광산 Rock Crvst빼 1\ Strontian~e 수엉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ij/’0/12 

구입 보관 7011115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상보껑션 Rock Crvstal 1\ Strontiant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니이트 '?ij/10112 

95/1ψ12 구입 보핀 7011116 경기도 화성군 용당면 삼보광산 Rock Crvsl벼 1\ Fluortte 수정및형석 

95/’0112 구입 펀시 (C) 7011117 경기도 화성군 몽담면 상보영산 Rock Cryslal. Pvrtte 1\ Bartte 수정 .ø철석 및 중정석 

95/1α12 구잉 보관 70111’8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상보뀔신 Rock Crvslal 1\ Pvrtte 수정 및 횡철석 

구입 보뀐 7011119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상보영산 Rock CrystaJ(mllkv) 수정(mllkv) 잊ν10112 

?보관 701112 Amelhvs! 자수정 

구입 보관 7011 ’20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광산 Rock CrvslaJ(m뻐v) 1\ stronllan~e 수정(mllkv)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잊ν10112 

잊ν，α12 구입 전시(C) 701’12’ 경기도 회성군 몽딩연 십보캉션 Rock Crvstal 1\ Strontlan~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잊>110/12 구입 보관 701’122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상보갱신 Rock Crvstal 1\ strontiant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구입 보핀 7011123 경기도 회성군 몽딩면 상보캉신 Rock Crystal 수정 잊ν10/’2 

'?ij/l0/12 구입 보관 7011’24 경기도 화성군 용담면 상보갱신 Rock Crystal 1\ Flu。에e 수정 및형석 

95110112 구입 보관 1011’25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심보굉산 Rock Crystal 1\ Brewster~e 수정 및 브루스티리이트 

'?ij/l0/12 

잊ν10112 

없110112 

구입 

구잉 

구입 

보관 

전시(C) 

보관 

7011’26 

7011127 

70’1128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삼보광신 

흥륙 보은 숙리산 

흥북보은속리신 

Rock Crystal 1\ Bar~e 

Smoky Quru1z 

Amethvst 

수정 및 흥정석 

연수정 

자수정 



잊ν1OI1 Z 구입 보관 7Dl’129 흥벽보은 속리산 Amethyst 지수정 

?보관 70’113 Amethys! 저수정 

95/10/12 구입 보판 7011130 경기도 회잉군 용딩면 삼보굉신 Rock CrvstaJ & Barfte 수징 잊 풍정석 

95110/12 구입 보관 701113’ 경기도 화성군 용당면 삼보광산 Rock Cryst81 & Fluorlte 수정및형석 

95110/12 구입 보핀 7011132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삽보영신 Rock Crvs!aJ,Fluorfte & Strontlanite 수정，형석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0112 구입 보판 7011133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심보영산 Rock Crys!버 수정 

95110/12 구입 보관 7011134 경기도 회성군 용당면 삼보경산 Rock CrvstaJ & Stronti8llt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잊ν10/1 2 구입 보관 70’1135 흥륙보온속리산 Rock Crvs!aJ & Pyrtte 수정 및 1Il철석 

95/10112 구입 보관 7011136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굉산 Rock CrystaJ & Strontlα얘8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0/12 구입 보관 7011137 용북틴앙 Ouar1z 석영 

95/10/12 구입 보관 7011138 경기도 회성군 몽당면 삼보경산 Quar1z & Rock CrvstaJ 석영 및 수정 

95110/12 구입 보관 7011139 국외 Ouar1z 석엉 

?보관 701114 Amethys! 지수정 

9511α12 구입 보관 7011140 경기도 회성군 톨당연 십보광산 Ouar1z 석영 

95/10112 구입 보완 701114’ 경기도 회성군 용딩면 십보갱신 Rock CrvstaJ,Fluortte, GaJena & Sph하ertte 수정 ，형석，잉연석 및 십이연석 

95/10/12 구입 보관 7011142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십보경산 Rock CrvstaJ & C해ctte 수정 및 방빼석 

잊ν10112 구입 보펀 7D11143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삼보경신 Rock Crvs!에 & Fluortte 수정및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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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10/12 구입 보관 7Dl ’144 경기도 회성군 용딩댄 싱보경션 Oullrtz & Pvrtte 섣엉 및 횡철석 

95/10/14 기중/한금석，오기선 7011145 경북 문경 기은 왼징리 Smoky Ouar1z 연수정 

95110/14 기중/한글석，오기선 7D11146 경북문경 기은현정리 Smoky Quar1z 연수정 

95/10/18 기증/고모쳐영션시장 승판선 7011147 경북고모쳐영산 Smokv Ouar1z 연수정 

95/10118 기 증/고모치 영산시정 승관선 7D11148 경북고모쳐광산 Smoky Ouar1z 연수정 

96/11123 구입 보판 7011149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영산 Rock CrystaJ & Fluorfte 수정 및협석 

?보관 7D1115 Amethys! 지수정 

96/11/23 구입 보관 7011150 경기도 화성군 용담댄 싱보캉산 Rock Crys!aJ & strontl8lltte 수엉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 ’123 구입 보펀 7011151 경기도 회성군 용당면 삼보광산 Rock Crvst어 & Strontlani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xν11/23 구입 보관 7D11152 경기도 화성군 용담면 상보영싣 Rock Crvs!aJ & Strontlanite 수정 잊 스트론티어나이트 

95/11 /23 구입 보뀐 7DI1153 경기도 회성군 용당면 삼보갱신 Rock Crvst에 & Strontl8llf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1123 구입 보관 7D11154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굉신 Rock Crvs!버 & Strontl8lln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1/23 구입 보판 7011155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삼보영산 Rock CrvstaJ & CaJctte 수정및 잉빼석 

95/11123 구입 보판 7D11156 경기도 회성군 용딩면 심보경씬 Rock CrystaJ & Brews!erfte 수징 및 브루스터리이트 

95/11/23 구잉 보관 7011157 경기도 회성군 용담댄 싱보형낀 Rock Cryst혀 수정 

95/11123 

95/11123 

구잉 

구입 

보핀 

보관 

701 ’158 

7011159 

경기도 회성군 용딩맨 상보경산 

흥륙보온 역리산 

Rock Crys!때 & Pyr~e 

Rock Crys!에 

수정 및 g얼석 

수정 



701 ’-314 보관 701116 뉴짙핸드 Amethyst 지수징 

95/11/23 구입 보관 7011160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영산 Rock Crystlll & Strontl8f1f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나이트 

95111123 구입 보컨 7011161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심보경션 Rock Crystlll & Stronti8f1fte 수정 및 스트론티어니이트 

95/11 /23 구잉 보관 7011162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싱보광신 Rock Crystlll & 8rewsterfte 수정 및 브루스타리이트 

96/07 구입 7011163 흥묵보은측리산 Rock crystlll 액수정 

97/1ψ'09 구입 7011164 브리짙 Amethyst 지수정 

96/10/09 구입 7011165 브리월 Cftrlne 횡수정 

gν10/09 구입 7011166 브라짙 Rock crystlll 수정 

잊ν10/09 구입 7011167 톨리비아 Rock cryst히 수정 

96/101뼈 구입 7011168 액시코 Sonora Rock crystlll 수정 

96/10109 구입 7011169 액시코 Sonora Rock crystoi 수정 

없Yαν% 기증/오기션 ?보관 701117 경북 문경융 가은응 완장리 산 63-1 Amethyst 자수정 

96/10/09 구입 7011170 엑시j! Chlhu에lua Rock cryst어 A저 
Td 

gν6 기증 7011171 깅윈도 문경 고모쳐굉신 Amethyst 지수엉 

98/6 기등 7011172 강원도 문경 원경석산 Smoky Quartz 연수정 

없ν6 기중 7011173 강윈도문경 고모쳐광산 Amethyst 자수정 

없ν6 기증 7011174 깅윈도문경 고모치갱신 Amethyst & feldspar 자수정 및 장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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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채취 7011175 강원도 문경 원경석신 Smoky Quartz 연수정 

없ν4 채휘 7011176 견륙 징수군 계내연 대유광신 Rose Quartz 징미석영 

잊ν4 채취 7011 ’77 견륙 징수군재내연 대유굉산 Quartz 석영 

없ν4 채휘 7011178 전북 정수군 겨|내면 대유굉산 Quartz 석영 

앙ν4 채취 7011179 펀쭉 정수군 계내연 대유굉신 Quartz 석엉 

Ell0l-’02 보관(대) 701118 Quartz 석영 

M-38 ?보관 701119 강원 고성군 금강산 Amethyst & feldspar 자수정 및 징석 

El101-105 보관 701120 정묵지해광산 Quartz 석영 

El101-101 현씨(N) 701121 경남 울주군 언앙연 언앙굉산 Quartz 석영 

보관 701122 Quartz 석영 

전시(N) 701123 강원 고성 Smoky Quartz 연수징 

90/1없νm 기증/김동학 전씨(N) 701124 전묵 징수군 계육연 임영리 대R영신 Rose QUartz 정미석엉 

E’104-101 전시(8) 701125 경닝 진앙군 수곡면 Rose Quartz 장미석영 

70’1-425 전시(8) 701126 Quartz. Var Choicedony 옥수 

7011-417 

70’1-439 

2900-442 

보관 

보관 

보관 

701127 

701128 

701 ’29 

Quartz. Var Chrysoprase 

Quartz vein 

Quartz 

녹옥수 

석영액 

석영 



?보관 701130 Cttrine 륭수정 

1181 보관 701131 미국 닝다코타 Cusler Quartz, var. Rose Quartz 석영 

보관 701132 경북영덕 Quartz 석영 

보관 701133 VUgS IHllng 01 Quartz crys!혀 석엉 

1219 보관 70tl34 브라짙 Minas, Gerais Quartz 석영 

1241 보관 701135 미국 멘실바니이 Columbia Counly Quartz , var. glass sand 석영 

1238 보켠 701136 강연고성군 Quartz 석엉 

1207 보관 701137 미국 메릴린드 Woodbine MJlky Quartz 석영 

1173 보관 701138 미 국 륙캐 롤라이 나 Alexandet County Smoky QUartz 석영 

’186 켠시(8) 701139 미 국 네바다 Las Vegas Quartz 석영 

1209 보관 701140 브라짙 Mlnas Gdrais Quartz 석영 

Ell0H04 야외 701141 경기 안잉시 QUMZ 석영 

92/ffi/00 기증/한금석 야외 70114ε 경북 문경군 가온을 왼징리 원경석션 Smoky QUMZ 연수정 

90/11100 구입 펀시(에 701143 브라질 Cttrlne 톨수정 

91/07130 구입 견씨(0 701144 아프리카 (Madagascar) Rock crys!aI 수정 

구입(소장실) 소장싫앞 701 ’45 브려질 Rock crystal 액수정 

구입소정실 소정실앞 701146 브라질 Smoky QUMZ 자수정 

| 

}
。ω! 1260 보관 701147 인도 QUMZ 석영 

현시(8) 701 ’48 경남 울주군 언앙면 언앙굉신 Rock crystal 수정 

92/04100 채휘 보관 701’49 경북 율진군 서면 썽천굉산 QuMZ 석영 

견시(6) 701150 흥룩 증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Rock crys!aI 수정 

V.A.Analn 보판 701151 러시이 바이킬 남부-1992. 11 . 13 Rock crys!aI(Whtte) 수정 

V.A.Anain 보뀐 701152 러씨아 바이갇 남부- 1992. 11 . 13 Rock crystal(Smoky) 수정 

V.A.Anein 보판 701153 려시이 바이킬 남부 1992.11.1 3 Rock crys!aI(Smoky) 수정 

9~ν'00 기증/김동섭 견시(N) 701154 브라질 Amethst 자수정 

92/05100 기중/김동섭 견시(N) 701155 브라짙 Amethys! 자수정 

켠시(N) 701156 브리짙 Smoky Quarlz 연수엉 

9ν07/00 기증/김지태 견시(0) 70’157 브라짙 Amelhysl 자수정 

92/뼈100 기중/김지태 전시(8 70’158 브리짙 Rock crys!에 수정 

Vlctor A. Analn &박노영 기증 켠시(6) 701159 러시아 Yakutzk Smock Quarlz(growlng blll'삐) 연수정 

xν10129 기증/엄경용 

기증/엉경용12개 

보관 701160 언도내시아 Sukabuml Rock crys!에 수성 

93110129 보관 701161 모로코 Meknes Rock crys!aI & Fiuortte 수영 및명석 

931’0129 

잊ν10129 

기증/업경용 

기증/엄경용 

보판 

보관 

701162 

701163 

모로코 M허acash 

모로코 Malacash 

Aock crys!허 

Rock crystal 

수정 

수정 



93/1α29 기증/엄경용 보관 모로코 Mlllacash Rock crystlll 수정 

보핀 

701164 

모로코 M외acash Rock crystlll 스져 
.。

93/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65 

701166 모로코 M혀acash Rock crystlll 쓰~Ã'’ 
，。

93/’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67 모로코 Mlllacash Rock crystlll & ClllcJle 수정 및 빙해석 

93/10129 기증/업경용 보관 701168 브라질 Amethyst 지수정 

93/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69 티키 Izmil Amethyst 지수정 

xν10.ι~ 기증/엉경용 보관 701’70 모로코 Mlllacash Amethyst 지수성 

αν10129 기중/엉경용 보관 70117’ 모로코 Malacash rock crystlll 
A처 
Td 

93/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72 모로쿄 Fes Quartz 석영 

93/10/29 기증/엉겁용 보판 701173 모로j! Mlllacash Rock crystlll 쓰~;t;;1 , 。

93/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74 인도내시이 8090t Quartz 석영 

93/10/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75 모로쿄 M외acash Quartz 석영 

93/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1176 모로쿄 Mlllacash Quartz 석영 

93/10129 기흥/엄경용 보관 701177 인도내시아 8。‘/Ot Quartz 석영 

보관 701178 흥북 중원군 증영융 율리 Quartz 석영 

94107/00 구입 펀 AI(C) 701179 모로코 Meknes 지역 Rock crystlll 수정 

94/06/00 기증/김지태 전씨(N) 701180 브라질 Qu어tz 석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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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얘101νm 구입 전시(C) 70118’ 흥묵 음성군 무극리 Amethyst 자수정 

941αν23 구입 보관 701182 브라절 Rock crystlll 수정 

없108123 구입 보핀 701 ’83 올리비아 C~rlne g수정 

94108/00 기증/엄경용 보관 701184 모로쿄 Fes 지역 Red Quartz 석영 

94110100 채취 보관 701185 전북 징수군 징계면 진앙회학 Quartz 석영 

94111/00 채취 보판 701’86 경북 언앙제일굉신 Quar1z 석영 

94101ν00 구입 ?보핀 701187 경북 문경군 가은음 달우광신 Smoky Quartz 연수정 

94끼)8/00 기중/엉경용 보관 70’188 인도네시아 Yellow Quar1z 석영 

95/0411。기증/송관선 보관 701189 경북 문경군 농앙연 궁기리 고모치휠신 Quartz 연수정 

95/06/’5 구입 전시(N) 701190 U.S.A. Smoky Quartz 연수정 

gν'07/æ 기흥/강뀔증/러시아IGEM Salanov 전시 (N) 701191 러시 01 Quar1z 석영 

%ν'07/10 기흥/김지태 보펀 701 ’92 Indla Quartz & Anhydrtte 석영 및 경석고 

잊ν1>7/10 기증/김지태 보관 701’93 India Quartz ,Anhydrile & C에de 석영，경석고 및 방뼈석 

2개 보관(대) 70’194 산지미상 C~rlne 횡수정 

2개 보관 

보관 

보판 

701195 

701196 

70’197 

펀륙 정수군 재북연 임영리 대유광산 

경북언양 

Rock crystlll 

Rose Quar1z 

Amethyst 

수정 

장미석영 

지수정 



보켠 

보완 

701198 

701’99 

현북 징수군 계룩면 임영리 대유광산 

현륙 징수군 계룩연 임영리 대유광산 

Rose Quartz 

Rose Qullrtz 

정미석영 

장미석엉 

8211-103 보관 701201 기용공회국 Mogn어~e 지정석 

821 1-1 03 보편 701202 기용공회국 Magnel~e 지얻석 

821 1-102 견시 (B) 701203 경닝 을주군 놓소면 율신굉신 M없lI1elke 지정석 

1301 보관 701204 미국 뉴욕 Esse. County MognelHe 자용석 

1071 보윈 701205 미국 뺀실바니아 Chester Counly MaoneUe XI월석 

1075 보혼 701206 미 국 웰 리 포니 아 Los Ange!es CαJO!y M훌lI1elfte 자월석 

’080 
보면 701207 미국이칸시스 Magnel~e 지형석 

1073 보연 701208 미 국 미 시 간 Ishpemlng M890e'애6 자질석 

1072 보판 701209 미국 뉴욕 Oe GrllSse M!IIInelRe 지혈석 

1074 보핀 701210 미국 앨리포니이 Los Angeles County 빼gnelfte(send) 자형석 

E321’-108 야외 701211 경기 씨흥군 서연 시흥광산 M훌lOelfte 지훌석 

E321 1-101 보관 701212 갑원 양양월광 MlI90elfte 지청석 

E321 1-107 이외 701213 강원 앙앙월광 M8Qnelke 지철석 

E321H05 이외 701214 강원 흥연군 두흩면 홍천철산 M!IIInelRe 자질석 

E3211-106 이외 7012’5 흥륙 중윈군 이튜면 흥주형산 MκlOelfte(Banded) 지정석(용상) ] 

(
)
미
 

| 
7012-85 견시(B) 701216 흥북 재연군 수신면 횡깅리 M890etft어B8I'삐ed) 지형석(흥상) 

9V0I‘106 기증/윤상R 보판 701217 얻본 부석굉신(K8ITllIIsh mlne) Magr、etKe지철석 

92/04100 채취 보관(대) 701218 갑원 정션군 신톨연 신예미갱신 M뼈nelKe 자철석 

92105100 째휘 보켠 701219 경닙 올신군 농소면 대한철광 지월석 

8212-104 。‘외 701220 깅얻 홍천군 두혼연 흥전철산 

MlIlII1ettte 

9311 0/29 기증/업경용 보관 701221 터키 Izmü 

MlIlII1elfte 

MagnelHe 

XI얻석 

지혐석 

9411α00 기증/김종흰 외앙고 g 701222 흥묵흥주월산 M뼈nelft어Banded) 지철석(용상) 

95/tJ:ν30 j;jj 휘 보관 701223 경기도포연군관입면 Mκlt1elfte 지혈석 

95105β0 채취 보펀 70’224 경기도포천군관입면 M빼n혀fte 자힐석 

95κ)5130 채취 보핀 10122S 경기도 포현군핀입연 M890elfte 지철석 

잊ν06126 채취 보판 701226 깅영도앙잉형광 M뼈netle XI얻석 

95/06126 해취 보견 701227 김윈도앙앙철광 XI혈석 

95/1아>126 째휘 보판 701228 김윈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굉산 

M890e얘8 

자월석 

잃106/26 채취 보관(대) 701229 갑윈도 태액시 상동응 거도광산 

M때nelKe 

MtIgoelKe 11 Pvrfte 자혈석 및 를정석 

잊ν07/04 찌휘 외창고엉(대) 701230 강영도 태백씨 상동을 거도광산 Mllllnetfte,Pyrle 11 Ch에copyrle 자형석，홈월석 및 g용석(대형) 

양ν07/04 

95/07/04 

채휘 

채취 

외영고(대) 

외정고 

701231 

701232 

강원도 태백씨 싱동읍 거도광신 

강원도 태핵시 상동을 거도광산 

MlI9OelKe,Pyrle 11 Ch빼coøyrte 

Mκlt1 elfte 

자철석，를혈석 및 g동석(대형) 

자얻석 



gν'07/여 

95/'07104 

채취 

찌취 

외정고 

외정고 

701경3 

701234 

강윈도 태액시 상동읍 거도형산 

깅영 도 티t백씨 상동응 거 도필산 

강윈도 엉월군 싱동을 어g리 거도광산 

Magne얘8 

Magnet~e 

자형석 

지철석 

보핀(대) 701235 Magnet~e 지얻석 

95/1ψ00 채취 보관 701236 흥묵 딘앙군 적성면 단앙갱신 Magneme 지철석 

잊ν10100 ~혜 보핀 701237 흥북 단양군 적성연 딘앙굉산 Magnetfte 자철석 

97/'07 채취 701236 깅윈도 정션군 남면 동닝영산 Magnetfte 자철석 

97/'07 'Ii취 701239 강윈도 정선군 신동연 신예미영산 Magnet~e ^I형석 

97/07 채취 701240 강윈도 정선군 신동앤 신얘미갱신 Magnet~e 자월석 

’362 
현씨(S) 701301 미국 뉴저지 FranklW1 Frankllnfte with zincfte 프랭크리니이트 

1'076 보관 701302 미국뉴저지 Frankllnfte In c히cfte 프행크리니이트 및 흉이연석 

7A78-359 ?보관 701303 미국 Frankllnfte-WII삐Ilem메nfte 프행크리니이트 

%νmν'09 기중 701304 미국 New Gurge Flanklinfte!Wlllemfte/Zlncfte 프행크리나이트/윌레미이트 

7014-332 ?보관 701401 미국 Agale 이재이트 

7041-331 보펀 701μg 영국 Flint 프린트 

?보관 701403 미국 Jasper 벽육 

92/04100 기증/조힌익 ?보관 701404 강원영월군 Jasper 억옥 

911'07.ηm 구입 현시(S) 701400 미국 Jasper(Plate) 액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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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12- 1'O’ 견시 (S) 70’406 강원영월 Jasper 역욕 

보관 70’401 Jasper 역옥 

없3 보관 701408 Enhydros 인Gf이드로스 

V.A. An뼈1 전씨(N) 701409 러시이 비이칼 남부-’992， 1 1.1 3 Agale(brown) 이게이트 

90/00/00 기증/임동섭 전씨(N) 70’41 '0 아르핸티나 Agale 이껴이트 

잊Vαν% 기용/김훌섭 보관 701411 인도내시이 Jasper 억옥 

931αν17 구입 보관 70’4’2 미국 북캐톨리이니 콜톰비아 Jasper 벽옥 

잊씨)6/17 구입 보관 701413 Chrysoprase 크리소프레이스 

93/1'0129 기중/엄경용 보관 701414 브라질 Agale 이재이트 

α311α'29 기증/엉경용 보관 7014’5 터키 Ankara Moss Agale 모스이게이트 

보관 701416 Agale 이재이트 

보관 70’417 인도내시아 Jasper 벽옥 

보켠 701418 산지미상 Jasper 벅옥 

잊ναν@ 구입/정상구 보관 701419 인도 Moss Agale 아게이트(Moss) 

잊ν10112 구입 

E13'01-I '01 

7015-431 

펀씨(C) 

전시(S) 

현시 (S) 

701420 

701501 

701502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굉신 

경북영일군 오천면 

경북영일군 

Agale & Quartz 

Op해 

OpaJ 

마노및석영 

딘액석 

단액석 



1266 보관 701503 호주 Opa! 딘액석 

1246 보관 701504 Coober Pedι South AustraJIa Opa! 단액석 

EI30H02 보판 701505 경북영일 Oialom~e 규조토 

492V-영4 ?보켠 701506 Oialom~e 규조토 

멀관 701507 Oialomtte 규조토 

94108/00 구입 보뀐 70’508 경북포항 Opa! 단액석 

뽀판 701509 경북 월성군 갑포응 효동리 Opa! 딘핵석 

459 S얻켠(대) 701510 경북영일 Oi8lomtte 규조토 

95/08100 구입/정상구 보현 70151’ 인도 Opa/-CT 단백석 

얹ν10109 구입 701512 헝가리 Opa! Geode 오밑 

954 보관 7D2501 멕시코 Sonora Cervanttte 써르반티이트 

952 보관 702502 아프리카 일저|리 Constantlna Senarmont~e 셰니르온티이트 

4KED-202 견시(8) 703001 인도내시이 Bauxtte 보우크시이트 

터307-’。， 보관 703002 프링스 Baux~e 보우크시이트 

4KFD-82 보판 703003 인도네시아 Later~e 흥토 

E3132-101 켠씨(N) 703101 북힌(힘닙-1945 수집) Hamattte 적형석 

E3132-101 ?보관 703102 북한(힘님 1앵5 수집) Hemaltte 적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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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32-103 현시(B) 703103 가용공회국 Hemattte 찍질석 

M-75 현시(B) 703104 북한 Hemaltte 적얻석 

1068 보관 703’05 스빼인 Juilla Hemaltte 적형석 

’326 보판 703106 스메인 Suria Pesudobrooktte wtth hemattte 기상딘루카이트 

1070 보관 703107 미국 미네소티 Ironton Hemaltte 적앨석 

E3’32-102 영상실정고 703108 흥북저|천군 수산연 Hemattte 적혈석 

견서(B) 703109 지01 레 Specular1 tte 경청석 

7031-304 견시 (B) 703110 캐니디 Hemaltte 적칭석 

7031-303 보판 7031’1 미국 Hem따fte< OOlftlc) 쩍철석(어린상) 

’069 보윈 703’14 Hem8lfte 적얻석 

기증/김종흰 보관 7031 ’5 가몽공회국 Hemolfte 직월석 

2계 ’182 보i!t 703116 액시코 Ourang。Mar1tte crysta!IIzed 미타이트 

94107100 구입 견씨(C) 703117 모로쿄 Mekans 지역 Hemaltte 혁정석 

보관 703118 산지미상 Hemaltta 적짙석(운모싱) 

구입/엄경용 보관 95109119 

gν10109 구입 

3’ ?보펀 

703119 

703120 

703401 

모로코 Midaft 

미국 New York 

Micacaous & hemalfte 

Hamat~e 

Corundum 

운모상및 쩍철석 

적힐석 

깅옥 



913 보관 703402 Zou!pll/1sberg, Olstrict , Trll/1sv없써 Corundum 강옥 

9’4 보판 703403 미국 북행요j포니아 Buck crddk Corundum 깅옥 

912 현씨(6) 703404 미국 묵웰리포니아 Corundum 강욕 

915 보관 70:혀05 미국뉴욕 Corundum 강옥 

보관 영국 이일랜드 Corundum 강옥 1226 

916 전시(6) 

703406 

70:혀07 미국뉴욕 Alundum 이룬동 

95/01씨)() 구입/정상구 보관 7D3408 인도 Aocky Ruby(corundum) 루비(Rocky) 

95/01νm 구입/정상구 보판 70:업09 인도 RUby(corundum ， bipyr8lllId에) 후비 

95/01ν00 구입/정상구 보켠 703410 인도 Ruby(corundum,hexagonlll) 루비 

96/10/09 구입 703411 인도 Ruby 루비 

현시(6) 704001 경북 몽화군 소현면 서천리 장군광산 Manganese ore 망긴뀔 

8253- 101 보판 7여002 중태영양해저 Mangll/1ese nodule 밍긴노즐 

91;'아ν% 기증/이처윈 ?보관 704003 Mll/1gll/1ese nodule 밍건 

91100i00 기증/이처영 ?보관 Mll/1gll/1ese nodule 밍간 

보판 

7D4004 

704202 pyr。ωstte연밍간석 1231 

보판 704203 Pyrolustte & PslIαnelll/1e 연밍간석 

96/101η9 구입 

1229 

7D4204 자 01 레 Pyolustte 연앙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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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42 보관 7D4501 스쩌|덴 Lll/1gbll/1 6rauntte 갈망간석 

보관 7∞001 TttIl/1 sponge 티틴스폰지 

7051 - 293 보관 705101 미국 Cassttertte 추석석 

?보관 705102 말해이지이 Cassttertte 주석석 

1274 보윈 705’03 스때인 Spllln Cassttertte 주석석 

1239 보관 705104 미 국 뉴멕시 코 T aylor creek, Olstrict Cassttertte, Vð! 주석석 

1313 보관 705105 멕시코 GuIl/1와'UalO Cassttertte 추석석 

1315 보관 705’06 스떼 인 Sll/1tander Cassttertte 추석석 

1315 ?보관 705107 롤리비아 Araca Casstterfte with Quartz 주석석 

’276 보펀 705108 미국 멕시코 Wlnston Cassfterfte with hemal~e 주석석 

7051 - 257 보핀 705109 흥북증원군 Casstterfte In grantte 주석석 

705’- 139 보관 705110 경북올진 Casstteηte 주석석 

7051-125 켠 AI(6) 705111 미국 Casstterite , CfYst벼line 주석석 

7051 - 438 보관 705112 Cassftertte In Albfte 주석석 

7’/00/00 

93/08/00 

기증/엄상호 

기증/김증수 

기증/핀명식 

296 보관 

켠시(6) 

보관 

705113 

705114 

705115 

맏러|이지아 

강원 영월군 싱동융 순경광산 

몰리비이 

Cassftertte 

Cassitertte & Muscovfte 

Cassfterfte 

추석석 

주석석 및 빽운모 

주석석 



추석석 Cass~er~e 몰리비아 7051 ’6 켠시(8) 기증/전엉식 93108100 

주석석 Cass~er~e 경북 율진군 서면 육방리 를m리광산 705117 복도 채취 94107/00 

주석석 Cassttertte 브라짙 705’18 구입 96/10/09 

추석석 Cass~ertte 경북 율견군 서연 육방리 g띠리캉산 705118 기증/오민수，이영구 97109 

금훌쩍 Rutße 캐나디 70520’ 보판 7E21-244 

긍홍석 Rutile 미국 705202 보핀 7052-252 

금용석 Rutlle crystals In rock 미 국 조지 이 (Graves Mountaln Georgla) 705203 보관 1316 

긍홍석 Rutile 미국이칸시스 705204 보핀 1292 

글흩석 Rutlle In feldspar 미국 버지니아 N허son County 7052ffi 보관 1282 

글g석 및 연수정 R띠lIe & Smoky Quartz 브라짙 705206 보관 구입 96/0::ν05 

금훌석 R띠ile E라힐 705207 구입 96/1α09 

던루카이트 8rook~e 미국아칸시스 705401 보관 ’334 

쩍동석과크리소콜리 Cupr~e w~h chrysocoUa 미국 몬티니 8띠te 706101 전씨(8) 1038 

격동석 Cuprne 지 01 러| 706102 구입 gν10/09 

때시쿄트 Masslcot 멕시코 Sonala 706401 보판 1αl5 

연딘 Mlnlum 8roken H川. New South wales 706601 보관 1α16 

4 율랴른니트 Plaltnerite 멕시쿄 Durango Mapiml 706701 981’2 

응 진시이트 Zlnctte In calc~e 미국 뉴저지 franklin 70681이 보관 ’363 
우라늄굉 Uranlum ore 흥룩 괴산군 청천연 덕영리 707001 보관 

우라늄갱 Uranlum ore 욕일 707α)2 보관 

우리눔굉 Uranium ore 7071αl3 전씨(8) 

우리늄굉 Uranlum ore 707004 켠시(8) 

우리늄굉 lJr8l'lium ore 70700> 보판 

우리늄뀔 Uranlum ore 707006 정서(8) 

우리용필 Uranlum ore 깅원 철윈 김회 707007 보관 261 

우리니나이트 Uranin~e 캐나다 707101 보관 707’-248 

우리니나이트 Uranintte 일본 Tono mine 707102 보판 기증/윤상규 921뼈/06 

토리이나이트 ThorIantte 산지미상 707201 보핀 594.1290 

빼앨레이이이트 8addeley~e 브라짚 Minas Gerals 70730’ 전시(8) 1356 

수지라이트 SUg뼈e 이프리카 7D8()이 보윈 기증/구덕회(우림통상) 

수를석 8rucfte 흥욱단앙군딘앙틴영 70Al01 전씨(8) E331HOl 

수g석 8ructte 70Al02 보관 

수톨석 Bructte 미국네비다 7DA103 보관 70A1 -2’4 

수를석 8ructte In selPenllne 미국펜실바니아 Texas 7DA104 보관 1117 



보관 70A105 BrucKe 수톨석 

보관 70Al06 Bruc~e 수톨석 

96/10109 구입 7OA107 러시 아 Ur잉 M。이11alns Bruc~e 수를석 

918 보현 708201 미 국 미 주리 Nellr Rosebud Olaspore(clay) 디이이스포아 

917 전시(B) 708202 미국 네바다 Hawlhorne Olaspore with pyrophvtNte 디이이스포이 

97105 기중/민경산업 ‘ 노획영산 70B203 견냥해남노회광산 Olaspore nodule In pyroPh끼삐8 디이이스포아 

97/00 기증/밑앙냥석광산 70B2여 경낭밀양밀양닙석광산 Dlaspore 디이이스포이 

919 보관 70B301 미국 메사추세츠 Richmond Glbbs~e on Llmon~e 깅시이트 

1230 보판 7DCool LlmonKe 길월석 

1235 ?보완 70C002 미국 펜실바니아 Mllesburg Llmon~e with ceruss~e 길얼석 

21’ 보핀 7DCOO3 Llmon~e 갈월석 

1358 보관 70COO4 미 국 유타 Go1dH11I Austln~e with Llmon~e 오스티나이트 

?보관 7DCαl5 강원 정션군 남면 무톨리 동닙광산 Llmon~e(Goelh~e) 길형석(질철석) 

E3132-’04 이외 70C아)6 북한(횡빼 재링군 재형를 지{링광신) Llmon~어GoelMe) 길얻석(칩짙석) 

E3132- 105 야외 7DC007 북한(!I해 재령군 히성면 하성광산) Llmonlte(Goel얘le) 길월석(정질석) 

E3132-10’ 륙도 70COOB 룩한(횡혜 재형군 지|형을 재형광산) limon~e(GoeIMe) 갇철석(정철석) 

~ν00 찌휘 견시(B) 70COO9 강얻 정선군동닙광산 Goeth~e 영철역 

| 

]{

{ a 
l 94/07100 째취 보관 7DC010 Y!!! 정선군 잉계면 낙천굉신 Goelh~e 정얻석 

981!ν'28 구입 7OCOll 북한 L씨1On~e 길월석 

1078 켠씨(B) 7DC201 미국쩌싱턴 O， C (S,E.) Llmon~e(Goeth~e) 갇월석(첨월석) 

1150 보켠 7DC202 미국 미시간 Ironwood Goel얘te 정얻석 

1250 ?보관 7DC203 미 국 미 시 간 Ironwood GoelhKe 정철석 

93110129 기증/엄경용 보관 70C204 모로코 Fes Goelhlte 징용석 

9311α끼29 기중/업경용 견시(B) 70C205 모로쿄 Fes Goeth~e 정정석 

양ν10109 구입 7OC200 멕시 코 Chihuahua GeolhKe 정혈석 

96/10109 구입 7OC207 액시 쿄 Chlhuahua Geolhfte 칭앨석 

1143 보관 700101 미 국 미시 간 Ironwood MIlngan~e 잉기니이트 

않ν10109 구입 700’02 캐나다 Onl"，lo ManganHe 밍기나이트 

%ν10109 구입 7~1 버마 Mogok Splnel 스띠낼 

1353 보관 700701 스뻐인 Bos。었 Gahn~e & SphaJer~e 가니트 및 섭이언석 

1140 보켠 70G801 미국 묵캐톨리이나 8버d knob G허axHe & Tephro~e 가락사이트 

1\15 

1116 

102’ 

보관 

보관 

보판 

70HOOl 

70H002 

70버J03 

체나다 Ouebec Coleralne T ownship 

채 니 다 Ouebec Colerrune T own앙1Ip 

캐나다 브리티쉬 롤톰버이 

Splnel 

MerumKe 

Splnel 

스띠낼 

메루마이트 

스띠낼 



크톰철석 Chrom~e 쩍석굉신 700101 보관 

크톰철석 Chrom~e 7DH102 보판 1077 

크톰칭석 Chrom~e 터키 7DH103 보펀 1019 

크톰쩔석 Chromtte Selukwe, Southern Rodesla 7DH104 보관 1020 

크리소베릴 Chrysoberyl 브라질 7DJ10’ 보관 966 

하우스만나이트 Hausmllllntte 스웨덴 LlIIlgban 7DK10l 보견 1141 

크립토멜레인 Criptom81lllle 경북 몽회군 소천면 서연리 장군갱신 7DK때1 전시(6) 701<4-92 

흩핸디이트 Hollandtte 롤러비 Of 7DK501 보펀 기증/진영식 93κJ8IOO 

경밍건석 Psllomellllle 미국 미시간 Ironwood 7DL10l 보판 1145 

경밍긴석 Psllomellllle 미국 미시간 ironwood 7DL102 보판 1145 

경잉긴석 PsUomelane 경남고성 7DL103 보관 E3321 - 101 

경밍간석 Psllomellllle 미국온티나 7DL104 보판 1137 

로마네키이트 Romllllech~e 강원 정선군동낭굉신 70L1 oo 현시(6) 채취 94100，κm 

경밍간석 Psllomellllle 미 국 New Mexlco 7DL100 구입 96/10109 

티틴슬혜그 Tttan slag 7El00l 보관 

티틴짙석 Nmenite 노르쩨이 7Ell0l 보관 1343 

r-‘티틴철석 Umenite slllld 미국 을로리다 Melbourne 7E1102 보관 1272 

z 티탄혈석 Leucoxene 써th IImen~e 미 국 뉴 옥 T8haWl1s 7E1103 ?보켠 1273 

티틴지철석 Tttllllomaget~e 경기 소연명도 7El104 보관 

??? 7E1302 보펀 

회티탄석 Perovsk~e 미국이킨시스 7E1401 보윈 1283 

회티탄석 Perovsk~e 미국.횡리포니아 산에니토시 7E1402 양ν12 

브리너라이트 6ranner~e ~h quar!z, Pyrite 캐나다온티리오 7E’ 801 보견 1331 

프리오라이트 Prlortte 노르웨이 Arend81 7E2201 보관 ’ 288 

철，회토류 및 Nb 혼합광물(140굉증) 중국 내몽고지처구 중부(1956년) 7E30이 보판 기중/정도명 

f!!，희토류 및 Nb 혼합경물(’40킹증) 중국 내몽고지처구 중부(1956년) 7E3002 보켠 기중/정도형 

킬럼바이트 CoIumMe with 8lb~e p。πland Connecticut 7E3101 보판 1227 

얻링바이트 Columb~e ~h feldspar 캐나다온티리오 7E3102 보관 1029 

휠염바이트 C이umb~e 아프리카 Madagasc8f 7E3103 보판 7E31-24O 

휠영비이트 및 탄탈랴이트 Columbite & Tant81ite 경묵 율전군 서연 엉전리 거성광산 7E3104 보판 채취 잉깨7/00 

스티버오탄팅라이트 잊 틴타리이트 Stlblotant허tte & Tarrt8ltte Greenbushes , S。띠h Austr뼈a 7E3801 보관 ’s35 

앨스버씨이트 EBswo에배te In c81ctte ~h cry!olle 캐나디 온타리오 Hybla 7타201 보핀 1296 

퍼거소니이트 FerQUsontte Western Austr81la 7E45O’ 보연 ’ 327 

시일스카이트 SM1arsktte 전묵 김~ 7E4801 보관 7E뼈-250 



1322 보관 7E4없l2 이프리카 (Tananarlve Ma뼈gðScar) Ampangabe~e 압판가바이트 

7E52-251 ?보관 7E5201 이프리카 Euxen~e 유셰나이트 

’309 
보관 7E5202 캐나다온타리오 Euxenne wnh magnet~e 유셰나이트 

1225 보관 7E5203 톨리비이 Euxentte g써|나이트 

1273 보관 7E7301 미국뉴욕 Leucoxene w~h IImentte 액티틴석 

D’21 1-10’ 현시(J) 7Fll0l 특일 Rock satt 암엽 

768 보판 7Fl102 독일 Saxony Rock satt(blue) 암엉 

762 보관 7Fl103 이틸리이 Rock satt 암염 

7FI 1-140 보관 7Fl ’04 미국 Rocl‘ s배t 압염 

1255 보관 7Fll05 미국 미시간 Oetron Halne in Lmestone 앙염 

807 보관 7F’106 특월 Hannover Rock satt 잉영 

gνmν19 구입/엄경용 보판 7Fll07 모로코 Agadir Rock SaIt 잉엉 

96/03105 구입 전시 7Fll08 웰리포니아 Searles L하‘e Rock Satt 잉엉 

96/1α'09 구입 7Fl ’09 미국 CaI~ornia H에ne(skull) 암영 

96/1。끼19 구입 7F’ 11。프링스 Halne(blue) 압염 

구입 7Fllll 므링스 Halne(blue) 잉영 96/10/09 

96/10/09 구입 7F1112 미국 C히~or매6 H히ne(whtte) 잉엄 

| 

} 
] 
N 
l 1263 보펀 7F1301 미국 이리조나 Blsbee Ceragyrne in m에achlle 써리지라이트 

Ceragyr~e '"려지라이트 1248 ?보관 7F1302 New south wales 

미국 택시스 Shatter Emboltte 잉보라이트 991 보관 

보관 

7F1303 

7F1AOl 영국 Cronford Matlockne 마트록카이트 1094 

1 0<얘 ?보관 7F2501 댄마크 Greenland Ivig!띠 Pachnolite 따크노라이트 

1155 보관 7F3001 미국 택시스 Terlingua T erlingu8tte. HQ2Clo3 테르린구이이트 

91/07/30 구입 현시(J) 7F31O’ 월혜 Atacamtte 이티카미이트 

1037 보관 7F3102 Percyl~e 떼어씨라이트 

구입 7F3103 짙뼈 Atacamne 이티카미이트 96/10/09 

96109/09 구입 7F3104 호주 Alacan애te 이티카마01 트 

96/1α09 구입 7F3105 효주 Atacamne 01타키마이트 

01301-1 03 전시(애 7F5201 경기 기명군 히연 보정굉산 Fluortte 형석 

01301-1 03 보관 π5202 경기 기영군 히연 보징광산 Fluorne 영석 

01301-104 견씨(J) 7F5203 흥묵 제천군 덕신면 닙일굉산 Fluortte 형석 

01301-104 

01301-101 

01301-101 

전씨(J) 

보관 

보관 

7F5204 

7F5205 

7F5206 

경륙 구미굉산 

강앤 훈성군 사북면 신포광산 

강원 훈성군 시북면 신포광산 

Flu。에e 

Fluortte 

F’uorite 

영석 

형석 

형석 



01301-106 

01301-102 

현시(J) 

견시(K) 

7F5207 

7F5208 

강원 훈성군 사묵연 신포리 

강원 춘성군 시북연 신포리 

Fluortte 

Fluortte 

형석 

영석 

0130’-102 보판 7F5209 Fluortte 형석 

01301-102 보판 7F521 0 Fluortle 엉석 

0130’-102 보켠 7F5211 Auorfte 형석 

01301-102 보관 7F5212 Fluorfte 형석 

보관 7F52’3 태국 Fluorfte 형석 

보관 7F5214 태국 Auortte 형석 

보관 7F5215 태국 Fluorfte 명석 

보관 7F52’6 태국 Fω。rfte엉석 

보관 71경217 태국 Auortte 형석 

보관 7F5218 Fluorfte 영석 

253 보판 7F5219 Fluorile 형석 

997 보판 7F5220 미국 뉴욕 Macomb Fluortte 형석 

，μ8 보관 7F5221 미국 오히이오 Fluorfte 형석 

잊16 보관 7F5222 미국 얼리노이 Roslcore FIuorHe 형석 

잊18 보관 7F5223 영 국 Weardale. Ourham F삐ortte 형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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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관 7면224 FluorHe 형석 

01301-101 야외 7F5225 강원 훈성군 시묵연 신포광산 Auo깨e 형석 

01301-108 육도 7F5226 강원 훈성군 시북면 신포광산 Fluortt e 8, Ch에cedony 8, Agale 형석，옥수및 이깨이트 

01301-106 야외 7F5227 강원 훈성군 시륙면 신포리 Fωorlte 형석 

7F52-409 ?보관 7F5228 형석 

7F52-258 보관 71핀229 

FluorRe 

형석 

κν'08/00 기증/진명식 보관 7F5230 

Auortte 

Floorfte 형석 

93/08/00 기증/전명식 보관 7F5231 톨려비이 

93/08100 기증/진영식 보관 7F5232 롤러비아 

F삐ortte 형석 

명석 

94/08/00 구입 전시(C) 7F5233 강원 춘성군신포면 신포광산 

Au。예e 

Fluorfte 형석 

9때8100 기중/엄경용 ?보핀 7F5234 모로코 Mekens FIuorRe 형석 

보핀 7F5235 강윈도훈성군신포광신 FIUC깨e 명석 

보관 7F5236 흥북 '"천군 덕산면 닝밑경산 Fω。rfto엉석 

94-3 보관 7F5237 경기 가명군히면 보정광신 Fluorfte 형석 

보판 7F5238 강얻도 훈성군 시북연 신포정싼 Fluortte 엉석 

보관 

보관 

7F5239 

7F52.때 

강원도 훈성군 시묵면 신포휠산 

강원도 훈성군 시묵면 신포괄산 

Fluorle 

Fluorle 

명석 

형석 



형석 Fluorne 강윈도 훈성군 사북면 신포영산 7F5241 보관 

형석 Fluor~e 강윈 도 훈성균 시북연 신 모굉산 7F5242 보관 

형석 Fluor~e 강원도 훈생군 사륙연 신포영신 7F5243 보핀 

형석 Fluor~e 강윈도 훈성군 시북면 신포갱신 7F5244 보관 

형석 Fluorne 경기 가명군 하면 보정굉산 7F5245 보관 7F52-490 

형석 Fluortte 경기 가영군 하면 보정광산 7F5246 보연 

명석 Fluortte 중국 7F5247 구입 97，1l!;/1。

명석 및 수정 Fluorne & Rock Cryst에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십보광신 7F5247 보펀 구입 95110/12 

형석및 수정 Fluorne & Rock Cryst배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영산 7F5248 보관 구입 잊ν10112 

형석 및석영 Fluorlte & Qullrlz 경기도 회성군 몽담연 상보광산 7F5249 보핀 구입 95110112 

형석 및 수정 Fluor~e & Rock Cryst히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삼보굉신 7F핑용O 보펀 구입 95110112 

영석 ，수정.방연석 잊 성이연석 Fluorfie,Rock Cryst비 ， G에ena & SphaJerK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굉산 7F5251 보판 구입 잊ν10/’2 

형석(모앙대예밭딜) Fluorfi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광산 7F5252 보관 구입 잊ν10112 

형석 Fluortte 흥륙 단양군 단양면 구미굉산 7F5253 견시(C) 구입 ~/’0/12 

명석 ，석영 ，방연석 및 섭이연석 Fluorfie,Qullrlz,GaJena & SphaJer~e 경기도 화성군 용딩연 삼보굉신 7F5254 보핀 구입 잊ν1 0/12 

형석 ‘g철석 및 수정 Fluorfie ， Py깨e & Rock Crys!aJ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광산 7F5255 보관 구입 95110112 

4 명석 및 수정 FJuorlte & Rock Crys!벼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심보광산 7F5엉6 보관 구입 gν10112 
←~ 

A 형석 FJuorlt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갱신 7F5257 전시(C) 구입 95110/12 

형석 및석영 Fluorfie & Qullrlz 경기도 화성군 용담면 십보광산 7F5258 보관 구입 95110/12 

형석 및석영 FJuorfie & Quartz 경기도 화성군 몽당면 심보갱신 7F5259 보판 구입 잊ν10112 

형석 및 수정 FJuorfie & Rock Crys!aJ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삼보영신 7F52fiO 보판 구입 gν1 ’123 

형석및수정 FJuorlte & Rock Crys!aJ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삼보휠씬 7F526’ 보판 구입 gν11123 

영석 FJourlte 중국 Hunan ProvJnce 7F5262 구입 양;，1\α'09 

형석 FJourfie 미국 CoJorad。 7F5263 구입 잊씨0109 

형석 AourIte 미국 ßlJonois 7F5264 구입 잊ν10109 

형석 FJou꺼te 미 국 Tennessee 7F5265 구잉 96/10109 

명석 FJuorlte 액시코 7F5266 구입 없;，11 0/09 

킥력회된 형석 BreccJaled FJu。에e 내몽고운낭성 7F5267 기중/핑엉진흥공시 어영훈 97，κ16 

노시 S어←AmmonJac 7GαlO l 보판 M--422 

노사 SaJ-AmmonJac 러시아 따르미고윈 7GOOO2 잊ν12 

나이트혜티이트 Nltre빼e(Soda Nfier) 월혜 Tarapaca 7GI201 보관 1’ 99 

채어니이트 Kernfie wtth TJnc어contte 미국 앨리포니아 Korn county 7G4101 ?보관 없16 

웅시 Borax 미국 CaJ~ornia 7G4’@ 구엉 잊ν10109 

회용굉 Colemanfie crystaIJlzed 미국 웰리포니아 700이 보관 964 



96/10109 구잉 7G4302 미국 C빠fornia Coleman~e 회뭉광 

gν10/09 구입 7G4303 미국 Calnornlo. 

없l5 보관 7G뼈01 미국캘리포니이 

CoIeman~e 

Prlce~e 

회웅경 

프리시이트 

없l8 ?보관 7G4501 미국 흩리포니아 Meverhoffertte 때이어효빼라이트 

990 보판 7(효101 미국 웰리포니아 

없19 보관 7(;1;102 월해 

Ulextte 조회를갱 

981 보켠 7G6101 육월 Bro.unschwelg 

Ulextte 조회뭉굉 

983 보관 7‘36102 미국 캘리포니이 DlI9getl 

Boro.c~e crvstal 방뭉석 

바이캐리이트 

기증/김용획 보관 7HOOOl 캐나디 

8삐，0.야ker~e 

Fll01-103 견시(J) 7H’30’ 흥륙 단앙군 단앙연{조선계 대석회암흥) 

Welogα，~e 뭘로기니이트 

Fll01-104 견씨(J) 7HI302 흥묵 딘앙군 딘앙연(조선계 대석회앙통) 

Calc~e 

Calctte 

잉에석 

빙빼석 

FI10HOl 보켠 7H1303 용북 단앙(조선계 대석회임롱) 

현시(J) 7HI304 흥북단양군 

C히c~e 

Calctte 

앙빼석 

잉빼석 

전시(G) 7H’300 흥륙딘앙군단앙연 

보관 7H1306 

Arll90ntte 이라고나이트 

999 보판 7H1307 스때 인 Be’Imont 

Calctte 방혜석 

1001 보관 7H’308 Georg!anla 

C에ctte 

C허cfte 

빙빼석 

빙빼석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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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보관 7H’309 미국 인디아나 Be예。re 

’42 보현 7H1310 

Calcfte VIlf. Ooltte 잉빼석 

97107 기중 7H131oo 인도 

Calcfte 

C잉ctte 

방빼석 

잉혜석 

없νg 채취 7H13102 강원 영월 상동 대한중석 상동영업소 C에c~e(인기오씨) 앙쩨석 

gνs 기증/기권수 lH13103 강원 영월 상동 대한중석 상동영업소 C버ctte(대영) 잉빼석 

gν11 기증/채수현 7H13104 강윈도 영월군 주전면 판운리 장월굉선 방쩨석 

1000 ?보관 7H1311 미국 버먼트 R띠land 

C벼cfte 

Calcfte 방빼석 

1006 보견 7H’312 미 국 뉴욕 Mumford 

1α)3 보판 7H1313 묵일 Bo.VIlfio. 

Calctte 잉빼석 

1αf 보관 lHI3’4 영국 Dover 

Calcfte 

Calcfte 

빙빼석 

방빼석 

’233 
보현 7H13’5 

1 아J5 보관 7HI316 어 틸리 이 Tivoli. Nellf Rαne 

Calcle , Mo.nganWeroous 빙빼석 

잉빼석 

911071'30 구입 정시(B) 7H13’7 액시코 

Galcfte 

F’101-105 야외 7H13’9 경북 문경군가은응 

Calcfte & Pvrfte 방해석 및 g얼석 

잊>111κm 구입 현시(G) 7HI320 브랴힐 

C에cfte 밍빼석 

%끼)5/00 

없끼fνm 

채취 

빼취 

?보핀 

?보켠 

7H132’ 
lHI322 

경남 율신군 능소연 대한철갱 

경님 율산군 농소면 대한철광 

C에cfte 

Calcfte 

C에ctte 

방에석 

빙빼석 

방빼석 



Vlctor A.Analn & 빅노영 기중 견시(J) 7H1323 러시이 Ke.zakhstan Calde(twln-ye’lowlsh) 빙해석 

91107130 구입 전시(G) 7H1324 때후 ManganocaJcfte 잉간빙해석 

93105101 기증/겁지태 보핀(대) 7H132S 브라짙 caJcne 빙해석 

93106/01 기증/김지태 보관(대) 7H1326 브라짙 Calcne 빙해석 

없/09/00 채취 보관 7H1327 경낭 울산군 농소면 대한철굉 Calcfte 빙해석 

93109/00 체춰 보관 7H’328 경낭 울산군 농소면 대한철광 caJcne 방해석 

없/10;영 기중/엄경용 보관 7HI329 모로쿄 Fes caJcne & Qulll1z 방뼈석 

93/1α29 기중/엄경용 보관 7Hl330 모로코 Fes Calcne & QuMZ 앙뼈석 

93/10/29 기증/엄경용 보관 7HI331 모로코 Fes CllIcne & Qulll1z 빙빼석 

94/06/’3 채취12개 보관 7H1332 깅원 정선군 님면 무릉리 동남광산 Calcfte & Qulll1z 방해석 

맹106/25 기증/김지태 전시(F) 7H1333 브리질 CalcKe 빙해석 

맹105/25 기증/김지태 현시(C) 7Hl334 아르헨티나 Calcne 방혜석 

94/06/25 기증/김지태 보관 7H’335 낭미 Calcne 빙빼석 

여106/25 기증/겁지태 보관 7H’336 브라짙 caJcne 방빼석 

맹106/03 채칙 보관 7H1337 흥북딘잉 C에cKe 빙혜석 

채취 보관 7Hl338 경북 안동군 길안면 천지동 Calcfte 앙빼석 94/07/04 

앵106/00 ~휘 보관(대) 7HI339 경룩 옹회군재산면 C벼cne 방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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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 7HI340 경북 옹호i군재산면 C히cfte & Qulll1z 망하|석 잊 석영 

94/아lI23 구입 ?보관 7HI341 브라질 Calcfte 빙빼석 

기증/김지태 보관(대) 7H1342 Calcne 빙빼석 

기증/김지태 보관 7Hl343 Calcne 방혜석 

기증/김지태 ?보관 7Hl344 Calcfte 빙뼈석 

94/1’/00 기증/징증욱 보판 7HI345 경북정송군따천광산 C어c~e 빙쩨석 

94/11100 구입 보켠 7Hl346 이프리카 니미비이 츠메브 (South West A’rlcll Calcne 빙빼석 

94κ)8/00 기중/엄경용 ?보관 7H’347 모로쿄 Mlden C에cKe & Pyr~e 빙빼석 및 !l힐석 

94/08/00 기증/엉경용 ?보관 7HI348 모로코 MldeK Calcft e & PyrKe 빙뼈석 및 횡철석 

94/11100 채취 보관 7HI349 경북 정송군 따천굉신 Calcne 빙뼈석 

95/06126 쳐|춰 보관 7HI35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을 신예미광산 Calcfte 방빼석 

~/06126 채취 보관 7HI351 강윈도 정선군 신동용 기시리 CaJcfte 빙빼석 

~/06126 채취 보핀 7HI352 깅윈도 정선군 신동응 가시리 CaJcle 잉뼈석 

92/06/00 채취 S-17 보판 7H1353 경남 율신군 농소연 대한얻굉 Calcne 엉해석 

보관 

보핀 

보관 

7Hl354 

7HI355 

7H1356 

강윈도 심쩍 둔전형산(막콜총) 

경님 울산시 농소면 대한철굉 율신굉업소 

경남 울산시 농소면 대한철광 율산영업소 

C히cfte 

Calcfte 

caJcne 

빙뼈석 

방혜석 

빙빼석 



94105125 기증/김지태 보관 7HI357 이르핸티나 C어cfte 방빼석 

96/08100 구입/정상구 보핀 7HI358 인도 C버ctte(lIght yellow) & Rock Cryst에 빙빼석 및 수정 

잊ν10112 구입 견시(C) 7H1359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상보껑신 C어cle 방빼석(잉크색) 

95/10112 구입 보관 7HI360 경기도 희성군 용당면 심보광산 C8Icfte & Rock Crystlli 방빼석 및 수정 

gν10112 구입 보영 7H1361 흥낭보온속리신 C하cle & Rock Crystlli 엉빼석 및 수정 

95/10112 구입 전시(C) 7HI362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삼보청산 C어C’te & Rock Crystlli 빙해석 및 수정 

95/10112 구입 보관 7H1363 용육 단앙군 틴앙연 구미뭉산 C어cle 앙빼석 

95/10/’2 구입 보관 7HI364 경륙 용효|군 소연면 연회월션 C하cle 빙빼석(잉크색) 

95/1α12 구입 보핀 7HI365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상보경산 CølcKe 방빼석 

95/10112 구입 보관 7H’366 경기도 화성군 용담면 상보광션 Cølcfte 방빼석 

95/10/12 구입 보관 7HI367 갑윈도동해서 C버cle 빙빼석 

95/1α12 구입 보윈 7HI368 강윈도동해시 C해cfte 빙해석 

양ν1α12 구입 보관 7H1369 깅윈도동빼시 Co/c’te 빙뼈석 

95/10112 구입 보관 7H1370 흥륙 딘잉군 단앙맨 구미굉산 C허cke 엉혜석 

잊ν10/12 구입 보관 7H137’ 풍륙 딘앙군 단앙연 구미갱신 C에c’‘e 방뼈석 

95/10112 구잉 견시(C) 7H1372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뀔신 C에cfte ， G비ena， Sph히erκe & Rock Crysto/ 잉빼석，빙연석，심이연석 및 수영 

잊ν1α12 구잉 보관 7H’373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광산 C허de & Rock Crystlli 잉빼석 및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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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0112 구입 보핀 7H1374 경륙 용회군 소천면 연회경산 C빼cfte 빙빼석(purpllsh grllY) 

gν10112 구밍 현씨 (C) 7H1375 용륙 딘앙군 틴잉연 구m뀔션 C버de 빙빼석 

gν10112 구입 보관 7H1376 흥북 딘앙군 단앙면 구미굉션 C혀de 빙혜석 

95/10/12 구입 보관 7H1377 흥륙단앙구미굉신 Cølcle 빙빼석 

95/10/12 구입 보관 7H1378 경기도인연 Cølcle & Pyrfte 잉빼석 및 g얻석 

96/10112 구입 보관 7H’379 강엠도동째시 C허cle 빙빼석 

95/10/12 구입 보관 7H’380 강윈도 동빼시 한일시앤트 C벼cfte 빙뼈석 

95/10112 구잉 보관 7HI381 경북 용회군 소현면 연회굉신 C8Icfte & stllbfte 빙혜석 및 스딛바이트 

95/10/12 구입 보관 7HI382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심보풍산 C배cle， Rock Crysto/ & Pyrfte 방빼석，수정 및 횡훌석 

95/10/12 구입 보펀 7H1363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심보형산 C혀cfte 엉빼석 

95/10112 구잉 보관 7HI384 경기 도 용회군 소천면 연회갱신 C혀cfte 방빼석 

95/101’2 구입 보관 7HI365 경북 용회군 소연연 연회광산 C허de&Pyrfte 방빼석 및 행철석 

잊ν10112 구입 보켠 7HI386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광산 C매cle 엉빼석 

95/10/12 구입 보관 7H’387 강윈도동빼시 Cftlc‘e 빙빼석 

95/11 /23 구입 보관 7HI388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삽보형싣 Cftlcfte 빙빼석(Pink) 

얹ν@ν'00 

96/03/05 

구입/정상구 

구입 

보관 

보펀 

7H1389 

7H1390 

인도 

액시j! 

Cølcle & Rock Crysto/ 

C허d어Icelflr애 SPIIr) 

잉빼석 및 수정 

밍빼석(이이스핸드스띠) 



96/’0/09 구입 7Hl391 미 국 Tennessee C81c~e 빙혜석 

양ν10/09 구입 7H1392 액시코 CNhuahua 

미국 Mlssourl 

C81c~e 엉빼석 

없ν10/09 구입 7H1393 C81ctte 방빼석 

96110/09 구입 7H1394 브라힐 C81ctte 방빼석 

없ν10109 구입 7H1396 미국빼。n이S C에ctte (Blue) 영빼석(정색) 

97107 셰춰 7H1396 강원도 상동군 대한중석광산 C81ctte 방빼석 

97/07 1I취 7Hl397 강원도 상동군 대한중석굉신 C에ctte 앙빼석 

97，깨7 뼈취 7H’398 깅윈도 상동군 대한중석광산 C81c.e 빙뼈석 

97，φ7 1I휘 7H’399 깅윈도 상동군 대한중석광신 C81ctte 방빼석 

97/07 채취 7Hl400 강원도 상동군 대한중석광신 C히ctte 방빼석 

7HI4-234 보판 7HI402 DI 국 Aragontte 아라고나이트 

92/10116 기중/정영남 보관 7HI403 러시아티이미르 AragonKe 이라고나이트 

93110129 기증/업경용 보관 7Hl404 모로코 Aragontte 이리고나이트 

94/06/00 구입 현씨(C) 7HI406 러시아타이미르 Aragontte 이라고니이트 

941’2100 기증/엄경용 보핀 7Hl406 러시이티이미르 Aragontte 이라고나이트 

94112100 기중/엄경용 보관 7HI407 러시아티이미르 Aragontte 이리고나이트 

94112100 기흥/엄경용 보관 7Hl408 러시아티이미르 Aragontte 이라고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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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2100 기증/엄경용 보핀 7HI409 러씨아타이미르 Aragontte 이리고니이트 

941’2100 기증/엄경용 보켠 7H1410 러시아타이미르 Aragontte 이라고나이트 

잊ν@ν19 구입/엄경용 보핀 7H’411 모로코 M에acash Aragontte 이라고나이트 

잊ν10/09 구잉 7H1412 미국 Arlzona Arogontte 이리고나이트 

1119 보관 7H’601 터키 Magnestte 마그내시이트 

7H16-235 보관 7Hl602 북한(힘닝 딘천) Magnestte 마그내시이트 

잊ν5128 구입 7Hl603 북한 Magnestte 미그때시이트 

537 보관 7H’701 경북 안동군 길안연 친지동 Sldertte 능철석 

”’8 
보판 7H’702 미국 펜실바니이 Bowmanslown Sldertte 능철석 

7H1H>3 보관 7H1703 경북달성 Sldertte 능얻석 

M-2’6 견시(f) 7H17여 경륙 달성군 기정면 달성광신 Sidertte 능얼석 

7H’7-233 보관 7H1705 Sldertte 늄철석 

967 보관 7H1706 톡엉 Loelllng, Carlnlhla LoHlngtte & Sider.e 비특시석 및 능철석 

잊ν10/09 구입 7H1707 미국 Artzona Sidertte 능철석 

이/07.지3D 구입 

7H’8- 450 

Fl106- ’01 

전시(J) 

펀시(J) 

아외 

7Hl80’ 
7Hl없J2 

7Hl803 

I!I후 

경북 용화군 소연면 써천리 장군광산 

Ahodochro~e 

Rhodochrostte 

Rhodochro8tte 

능밍간석 

능잉긴석 

능앙간석 



능밍간석 Rhodochros~e 경북 몽회군 소전면 서현리 장군광산 7HI804 정시(J) Fll06-101 

능밍간석 Rhodochrosäe 강윈 영선군 낭연 무릉4리 능견마을 동닙캉신 7Hl없15 전씨(J) ÄI취 94끼l5/O3 

능밍간석 Rhodochros~e 깅원 정션군 님연 무릉4리 능켠마을 동닝광산 7HI806 보핀 째춰 94/1αν'03 

로우도크로시이트 Rhodochrostte 이르헨티니 7HI807 기중 96，κ)9/09 

능암간석 Rhodochrostte-c혀cite-dolomtte 경쭉 용회군 소천면 서천리 장군갱신 7HI807 채춰 97107 

능이연석 Smtthson~e New South w비es 7’-12 101 보관 1346 

능이연석 Sm~hsontte 아프리카 나미비이 츠때브 (South wes! Afrlc .. 7H2102 보펀 1345 

능이연석 SmithsonKe 멕시코 Mu히ml 7H2103 보관 ’ 28’ 

늄이연석 Sm~hson~e(cadmlum-be"，ing) 미국 아칸시스 Yel빼le 7H2104 보관 잊l3 

능이연석 Smithsontte 미국lJt히1 까12H15 구입 96110109 

능이연석 Smtthsontte 미국 Arizona 7H2106 구입 잊ν10109 

늄이연석 Smilhsonite 미국 이|리조나 길라시，Havden 79광산 7H2’07 %ν12 

액연석 잊 녹연석 Cerusstte & Pvromorphite 미국 훨리포니아 Panlmlnl mounl8lns 7H2201 보관 1096 

액연석 Cerussite 미국 이이디효 Coeur D‘ Akene 7H2202 보펀 ’ 097 

액연석 Cerusstte 나미비아 까-12203 구입 96110109 

스트론티아나이트 Slrontianite Hamm, Weslpha뻐 7‘i230’ 보관 1267 

J 스트론티아나이트 Stronllantte 영국(스코틀랜드 Stronlisn) 7H2302 보관 1252 

!-‘ c.o 스트론티어나이트 잊 수정 Strontlanite 1ft Rock Crvs!aJ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싱보굉신 7H2303 보관 구입 95/1α12 

스트혼티어나이트 및 수정 Strontlanite 1ft Rock CrvslaJ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굉신 7H2304 보관 구입 잊;..'10112 

스트론티어나이트，수영 잊 빙연석 Slront떠깨te ， Rock Crvs!비 Ift G에ena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싱보광산 까i2305 전시(C) 구입 95/10112 

스트론티어니이 트 1 수정，륭혈석 및 중정석 Strontlanite,Rock Crvs!aJ,Pvrtte 1ft BarRe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싱보굉신 7H2킹)6 보핀 구입 95/1α12 

스트흔티어니이트 밍 수정 Strontlanite 1ft Rock Crvsla’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심보광산 7H2307 보판 구입 95/10/12 

스트론티어나이트 StrontlanKe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심보굉신 7H2306 전씨(C) 구입 95/10112 

스트혼티어니이트 Stronllanite 경기도 회성군 몽딩연 삼보영산 7H2309 보관 구입 95/10112 

스트론티어니이트 Strontlantte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심보광신 7H2310 보켠 구입 95/10112 

스트혼티어나이트 잊 수정 Strontlantte 1ft Rock CrvstaJ 경기도 화성군 옹당연 싱보굉산 7H231’ 펀씨(C) 구입 95/10112 

스트혼티어나이트 잊 수정 Stronliantte & Rock Crys!aJ 경기도 화성군 용당면 삼보광신 7H2312 보관 구입 gν1α12 

스트흔티어나어트 Slrontianite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십보광산 7H2313 보편 구입 잊ν10/12 

스트론티어니이트 Strontlantte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상보굉신 7H2314 보관 구입 95/10/12 

스트론티어나이트 Slrontlanke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광산 7H2315 보관 구입 95/’0112 

스트흔티어나이트 잊 수정 str。이lor에e 1ft Rock Crvsllli’ 경기도 회성군 몽당연 상보굉신 7H2316 보관 구입 잊ν11123 

스트혼티어니이트，수정，연 및 아언굉 strontlantte,Rock Crvs!매.Pb 1ft Zn ore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광산 7H2317 보관 구입 95/11123 

위디리이트 W~herite wtth bortte 영국 7H2401 보핀 960 

워더히이트 Wi배Ihe밍rite 미 국 일 리 노이 Roslclore 7H2，μl2 보관 까124-219 



위더라이트 Wrtherrte 미 국 IIl1onols 7H2403 구입 앙ν1αI()g 

위더리이트 w에rther에rrte 미국 윌리노이 히딘 AI. Cave-In-Roch 7H2404 98/’2 

톨로마이트 Dolomrte 흥북단앙군 단앙연 7H3201 펀씨(J) Fl102-101 

롤로마이트 Dolomrte 7fß202 ?보켠 4’-132-423 

을로마이트 Dolomrte 흥륙때포 7H3203 보관 7fß2-217 

흩로미이트 Dolomtte 흥쩍 증원군 주덕연 7H32어 보관 채휘 93/09/00 

을로마이트 Dolom“e 흥륙증원군 추덕연 까ß206 보관 XII휘 없109/00 

들로마이트 Dolomile 흥륙 증원군 주덕면 7fß206 보관 채춰 93/1αν'00 

올로마이트 Dolomrte 모로코 Fes 지역 7fß207 현 AI(C) 

톨로마이트 Dolomrte 현북 무주군 적성면 무링대리석광산 7fß208 보관 채취 94110/00 

돌로마이트 Dolomrte 경북언앙광산 7fß209 ?보판 째휘 94111/00 

롤로마이트 Dolomrte 경기 연천군관입면 7까fß2킨10 보관 채취 잊ν@않O 

들로미이트 Dolomrte 경기 연연군관잉연 7fß2 11 보판 채취 95/1αν30 

흩로미이트 Dolom“e 강원도 영훌군 써연 앙용 백운석 영업 7fß2 12 보관 S- 11 채취 앓/여/100 

액운석 Dolomrte 모로코 Fes 지역 7fß213 보관 

롤로미이트 Dolomrte 스메인 Navarra 7fß2낀14 구입 96/10109 

| 앵커라이트 
•-‘ 

Ankerrte 미국 Colorad。
7H330’ 구입 양ν10/09 

잉 풍토방째석 Bary!oc히ctte g 국 Alston Moor. Cumberland 7H3601 보관 961 

중탄산조딜석 Trona 미 국 C버π。rnla주 Dea!h Valley 7H4101 보관 1269 

증유석 st에acttte 강윈영월 7ftiO()1 보윈 

개미루씨이트 Gay-Lussrte 미국 캘리포니이 7fti201 보관 ’266 

앤더소나이트 Andersonrte 미국Lrtah 7H6101 구잉 96/10/09 

공작석 MwacMe 지01211 7H8201 전씨(N) F1201-101 

공작석 MwacMe 자01211 7f행202 견씨(G) F1201-101 

공작석 M히acMe 자이러| 7H8203 전시(J) F’201-102 

~~~‘ M히achite 자 01 러| 7H82어 견시(J) F120’-102 

공직석 M히acMe 경남 힘안군 여항연 힘안광산 7H8205 펀시(J) F’201-103 

공직석 MaJachle 지이레 7H8206 전씨(J) 

공작석 및 닝동석 M8Iachle & Az‘Jl'le 미국워싱턴 7뼈207 보판 7f훌3-97 

공작석 M벼achtte 7f훌208 ?보핀 

공직석 MwacMe 7뼈209 보관 552 

공직석 및수당빈 Mwachrte & 8ro!lhantrte 미국 이리조니 Bisbee 7뼈210 보판 1039 

공작석 및 닙동석 M허acMe & Azurfte 모로코 까i8211 천시(G) 구입 91/07/30 

공작석 Mwachite 자이레 7f’8212 전시(N) 구입 91 /07.η” 



갱신지질연구앤 ?보관 7Hl213 중국 Mlllach~e 끔작석 

전씨(J) 7f훌214 중국 Malach~e 공직석 

9ν00123 구입 보관 71훌215 모로코 Mlllach~e 공작석 

96107129 교흰 7f홉킨6 중국효북성 M잉achlte 공좌석 

잊ν10109 구입 7t훌217 지이레 Malach~e 공작석 

gν1α'09 구입 7f홉킨8 자이혜 Malach~e 공작석 

96/09/09 기증 71월219 자이례 Mlllach~9 공작석 

?보관 7뼈30’ Azur~e 님들석 

보관 Azu~e 남동석 10때 

?보관 

7H6잊l2 

7f홉303 

South W에Ise 

Az띠Ke & Malach~e 남동석 및 공작석 

91107，깅엇O 구입 펀시(J) 7f홉304 모로코 Mlllachtte & Azur~e 공작석 밍닝동석 

g산지힐연구원 보관 까l8300 중국 Azur~e 남동석 

931여νm 기증/핀영식 보펀 7H8306 톨리비이 Az~e&M히achtte 님동석 및 공작석 

94/'07，끼씨 째휘12깨 보관 7H6307 경륙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 길안형산 Azur~e 닝동석 

94107100 채취 보관 71훌308 경북 인동군 길안연 푸이미 Mlllachtte 공직석 

94/'07100 구입 전시(C) 7t훌309 모로코 O띠de 지역 Mlllachtte & Azur~e 공작석 및 닝동석 

94/αν'03 채취 보관 71-엉31 '0 강원 정선군 동면 원포리 연포굉신 Azur~e 닝동석 
| 

}N

]{

1 
94/00I0O 기증/엄경용 보판 7뻐311 모로코 Casabl8llca AzurKe 닝동석 

1-없lOO 보관 산지미상 Azur~e & Mlllach~e 닝동석 및 공작석 

보관 

71훌312 

7H63’3 산지미상 Azur~e & MlllachKe 닝동석 및 공작석 

보관 7f훌314 강윈도 정선군 동연 천포리 천포광산 AuzrKe & MlllachKe 닝동석 및 공작석 

gν1α'09 기증/강물흥 71훌3’5 중국 AzurKe 닝동석 

961'07129 교환 7H8316 중국굉동성 Azur~e 닝동석 

9611 '0/09 구입 7뻐3’ 7 모로코 AzurKe 닝동석 

1294 보관 7뼈401 액시쿄 M8plml Aurlchlllcle wlth rosas~e 녹이연굉 

1284 보관 71홉402 미국 이리조나 Plma County Aurlcha。이te&S~hso미te 녹이연캉 

양깨7/00 구입 현씨(E) 7’월403 모로쿄 Fes 지역 RosasKe 로시시이트 

9611α'09 구입 까훌404 미국Arlzona Aurlchlllc~e 이우리월시이트 

96110109 구입 7H84ffi 액시쿄 DuronQO Rosas~e 로시사이트 

1361 보핀 7t월!iO l 미국 이리조나 Near Drlllloon Hydrozinc~e 히이드로펀시이트 

9611 '0/09 구입 7f훌502 미국 Nevada Hydrozlnc~e 히이드로전시이트 

보판 Phosgenite 포스지나이트 881 

1099 

l 'OI 8((RFlC03) 

보펀 

보판 

7HA101 

7HA102 

7HA201 

이 틸리 아 Sardlnla 

이 틸리 아 Monte ponl. Sardlnla 

미국 캘리포니아 Son Bernardino Co 

PhosQen~e 

BastnasKe 

포스지나이트 

비스트내시이트 



앵크시이트 Hankstte 미국 C8I~ornia 7HB101 구입 96/10109 

뺑크시이트 HanksRe 미국 C허κ。f.nla 7HB1!Yl 구입 잊ν10109 

암호석 ThenardRe 미국 훌리포니이 Searles l8ke 711201 보판 1218 

경석고 AnhydrRe 액시 jj N8Ica 711301 현시(J) 구입 91107130 

경석고 Anhydrtte 멕시코 Chlhuðhua 711302 구잉 96/10109 

흥정석 Bartte 미국 몬타나 B띠te 711401 보관 964 

중정석 Bartte(blue) 를란드 (Por뼈ld) 711402 보관 구입 91/07130 

중정석 Bartte 겁기상몽 711403 보관 7114- 106 

중정석 Bartte(crystalllzed) 영국 Teesd8le, D‘Jrham 71’404 보핀 963 

흥정석 BarRe 흥륙 증원군 추덕연 711405 야외 7114-52’ 
흥정석 BarRe 711406 ?보펀 

중정석 BarRe 흥북 증원군주덕면 711때7 현씨(J) 7114-1(6 

중정석 BarRe 모로코 Fes 끼1408 보관 기증/엄경용 αν10129 

중정석 및 이리고나이트 Barne & Aragontte 모로코 Fes 711409 보관 기증/엄경용 잊ν10129 

중정석，석영 및 방해석 Bartte ,QUMZ & C머cne힘유 모로코 Fes 711410 보판 기증/엄경용 931101끼29 

중징석 BarRe 경닙 힐천군 몽신면 강덕광산 711411 보관 채취 931잉9100 

| 중정석 
F>

Bartte 경닙 합천군 옹산면 강덕굉신 711412 보관 채취 αν'09100 

1:\:) 
t、j 중정석 Bartte 모로코 Tlzntt 지쩍 711413 전씨(C) 

중정석 및 적철석 Bartte & Hematne 모로코 Tlzm 711414 보관 

중정석，석영 및 방해석 Bartte ,QUMZ & C8Ictte 모로코 FeS 71’415 보관 기증/엄경용 없110100 

중정석 및 수정 Bartte & Aock crys!히 모로쿄 MldeR 7’1416 보관 구입/업경용 잊ν00/19 

흥정석 및 방혜석 Bartte & C8Ictte 모로코 Mlden 711417 보관 구입/업경용 95/09/19 

중정석 및 수정 Bartte & Aock Crys!히 경기도 회성군 몽당면 심보영산 711418 보핀 구입 95110112 

중정석 및 수정 Bartte & Aock Cryst81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상보광산 711419 전시(C) 구입 잊ν10112 

중정석 Bartte 쩌|후 711420 구입 9611α09 

흥정석 BarRe-sph8lertte-tω。rle 미국，테네시주 71142’ 잊ν12 

연형석 Celes!tte 경냥징윈 711501 ?보관 711동110 

천정석 Celes! tte geode 이프리카 Madagascar 711 5!Yl 전시(H) 구입 91107130 

연영석 Celes!“e 영 국 Norlhumberland 71’503 보관 7115-121 

셀래스타이트 Celesltte 미디가스카르 711504 구입 없ν10109 

써혜스타이트 Celes! tte 호주 711505 구입 96/1。κ)9

앵그레시이트및 앙연석 Anglestte& G혀ena 미국 월리포니아 Darwln 711601 보관 1104 

앵그혜시이트 Anglestte 미국 유타 Clvidend 711602 보관 1105 

앵그레시이트 AnglesRe 모로코 711603 보판 구업/엉경용 95/1아ν19 



앵그혜시이트 Anglesfte 모로코미댈트 711604 981’2 

앵그혜시이트 AnglesKe 7’1605 구잉 잊l/12 

석회밍초 GlauberKe,Na2S04CaS04 미국헬리포니이 712201 보펀 1261 

글리우버리이트 αaube에8 님오스트릴리아 712202 구입 96110;'09 

석고 Gypsum 흥남정앙군 비용면 713301 보관 N3100-1 01 

석고 Gypsum 영국 713302 ?보관 

석고 Gyps이n North Holslon Vlr 713303 보핀 7133-119 

석고 Gypsum 짙레 713304 보펀 

석고 Gypsum 713305 보관 

석고 Gypsum 713300 ?보판 

석고 Gypsum 미국 713307 보판 7133-120 

석고 Gypsum 경기싱몽 713308 보뀐 7133-116 

석고 GyPS‘JIIl 효주 713309 전시(J) 기흥/이당혼 없ν12100 

석고 Gypsum 시우디이라비이 713310 견시(M) 기흥/김성윈 !I2IOO/OO 

석고 Gypsum A!우디이리비아 713311 전시(J) 기흥/김성원 92κ)5/()() 

석고 Gypsum 시우디이라비아 713312 전시(M) 기증/김성원 92/αν% 

석고 
•-‘ 

GyPSαn g 레 713313 현시(K) 구입 91/07/30 

업 석고 Gypsum 모로코(사하라사막) 713314 전시(J) 기증/엉경용 었/’0129 

l 석고 Gypsum 모로코(시히라시의) 713315 현씨(.1) 기증/엉갱용 93/10129 

석고 Gypsum Of르헨티나 713316 켠시(C) 기중/김지태 94/05/25 

석고 Gypsum 브리질 713317 보판 구입 94/αl/23 

석고 GYPsum 멕시코 713318 보관 구입 94/0IVl3 

석고 Gyp잉JfTI Auslrla 713319 보연 구입 %ν'00/15 

석고 GyPSUlll Auslrla 713320 보켠 기증/~ ~용 95/06115 

석고 Gypsum Auslrla 713321 보관 구입 95/1아ν15 

석고 Gypsum 모로코 Wayayaft 713322 보판 구업/엄경용 95/09/’9 

석고 Gypsum 모로코 MldeK 713323 보관 구잉/엉경용 95/1αν19 

여고 Gypsum 멕시코 Chlhu어100 713324 구입 9611α% 

석고 Gypsum 멕시 쿄 Chihu앙lU8 713325 구입 96/10/09 

씨해나이트 S허enlte 브라짙 713326 보뀐 구입 96/03/05 

석고 Gypsum 이태리 713327 구입 잊ν1 0/09 

석고 Gypsum 오스트리이 713328 구입 97/[1.ν10 

석고 Gpysun‘Oesert rose) 미국내바다주 7[표29 @ν12 

석고 Gypsum 시우디이라비이 713330 기중/엄기용 %ν12 



앵소마이트 Epsom~e 스떼인 Calalayud 713601 보관 668 

업소마이트 Epsomtte 스빼인 Calatayud 713602 보관 1127 

스염고리이트 Spamgoltte & Linartte 미국 뉴멕씨.n 7얘001 보관 1여6 

당반 Chalcanlhtte 륙한(흥해 연정) 715101 전시(J) 7151-71 

딩언 Chalcanthrte 채나다 715102 보관 기증/김동섭 94110121 

딩빈 Chalcanthtte 미국버하1 715103 구입 96/10/09 

고스라리이트 Goslar~e 독얻 715301 보관 1엇ì8 

브로얘디이트 Bloed~e 독밑 stassfurt , Prussia 71610’ ?보핀 1192 

폴리힐러이트 Polyh허tte 미국 뉴멕시코 Carlsbad 716201 보관 1187 

로동광 Nalrochalctte 짙 혜 ChuQuicanala 716301 보관 1045 

행사이트 Hanks~e 미국 웰리포니아 71700t 보관 1196 

정연석 Llnartte 액시쿄 717101 보관 7fil-49 

브로칸티미트 Brochanttte 미국 Arlzona 717102 구입 9611α09 

브로칸티이트 Brochanttte 미국대바다 717103 없1I12 

영빈석 Alume 전냥 해님군 흥산면 옥매광산 71없01 보관 N4201-101 

명반석 Alun~e 전남 해남군 흥산면 옥매굉산 7’8202 보관 7’82-122 

| 영반석 
>-‘ Alun~e 미 국 이리 조나 Yuma county 718203 보관 1176 
r:-J ..,. 영반석 Alun~e 미 국 유티 Near Marysvale 71없어 보관 948 

영번석 Alun~e 전냥 해냥군 횡신면 우횡리 718205 이외 

자로시이트 Jarostte 미국 네바다 Mejuba hiU 718<101 보켠 1087 

자로사이트 JarosKe 톨리비아 718<102 보관 기증/전명석 93끼뻐100 

업녹반 CoplapKe 미 국 유티 Emery county 
71A2O’ 보관 1086 

모철굉 FlbroferrKe g 혜 Chuqulcamala 71A202 보펀 1085 

g녹빈 Copiaptte(Alumlnal 강원 정선 군 남면 동남굉신 71A203 현시(J) 채취 94107/00 

제노티잉 Xenotime 일본 7J1301 보관 7JI3-555 

모니지이트 Monaz~e 멕시코 7JI401 보관 7J14-117 

모니자이트 잊 석튜석 MonazKe & Garnet 일본 7JI402 보펀 7JI4- 259 

듀프혜나이트 DufrenHe 미국 에릴랜드 Greenbett 7‘.12001 보관 1082 

리치오띠라이트 LlthiophilKe-tripyollHe 미국 님다코타 Custer 7‘J2301 보관 1112 

트리얻라이트 TrphylHe wtth pyrrottte 미국뉴햄프셔 7J2302 보관 1111 

머퓨라이트 Purpurite 러 AI 이 K이a Peninsula 7J270t 구입 96/10/09 

바리시이트 Varlscrte 미국비어1 7J330t 구입 96/10109 

비비이니이트 Kerchentte(VivianHe}-비 이나이 트 러시아 혹해， Kryim지역 -greenlsh black 7J340t 전시(J) V.A.Anr>>n & 빅노영 

비비이나이트 Vivian~e 몰리비이 7J3402 보관 기증/전영식 93108100 



비비아니이트 Vivill11tte 몰리비아 7J3403 보관 기증/핀영식 93108/00 

비비이나이트 Vivill11tte 톨리 비 아 。ruro Oeposl 7‘B쩌4 구입 96/10/09 

효뼈아이트 Hopette 정비이 Kabwe 브로콘광산 7J3501 없ν12 

톨보르싸이트 Nlngyorte Ferghll11a, Turkesl ll11 7J4001 ?보판 ’ 278 

닝교이트 Ningyotte 밑본닝교굉신 7.14αl2 보관 

닝교이트 Nlngyotte 일본닝교굉산 7.14α13 보켠 J522Q- l01 

닝교이트 일 본 닝 교광산(NJnkyo toke mtne) 7씨004 보관 기증/융상규 92101ν06 

아니빼이트 Anapatte 우크리이나 크림반도 7.14α)5 없ν12 

콜린시이트 Collinstte 체니다.유콘，라띠드민 7‘씨α16 98112 

인회석 Apattte 경북 정도군 운문연 신윈동 7..6101 보관 J1301-101 

인회석 Apattte 캐나다 온티리오 7..6102 보관 1171 

민회석 Ap강tte 노르쩨이 7‘fil03 보관 7..61-1 34 

인회석 Ap허tte 영북용천군 7..6104 견씨(J) 7..6’ - 126 

인회석 Apattte 폴란드 7‘fil05 보관 M-135 

윌케이트 Wllkette In c버ctte 7..6106 보관 1깐l6 

다윌리이트 D앙llltte 미 국 와이 오밍 (near She’1. Wyomlng) 7..6107 보관 1204 

l 인회석 Apattte 캐나다 Id8l'、。 7..6108 보관 ’ 212 
>-‘ 
1:\:) 
다1 언회석 Apattte 캐나다 Ontarl。 7..6109 구입 96/10/09 

민회석 Apattte 러시아 Slyvdlll11ka, B에뼈，Sφerla 7..6 11。 구입 96/10/09 

쿄에티이트 Sornettte 지 01 러| 7..6201 현시(J) 

재노타임 Xenot삐허니bethuJte) 미국 이리조나 7..6301 보관 1043 

리에채나이트 Llbethentte 미국 Arlzona 7‘fi302 구잉 96/10/09 

녹연석 Pyromorphtte 미국 이이다호 7..6401 보관 110。

녹연석 Pyromorphtte 7‘J5402 보관 1101 

티부티이트 Tarbutttte 이프리카 Rhodesla 7.f>501 보관 1396 

이우찌라이트 Augeltte 키니다 Yucon 7‘li601 구입 잊ν10/09 

r고마나이트 Gormantte 체나다.유콘‘ Blg Flsh 깅 7‘J6001 98/12 

앵블리고나이트 Amblygontte 스쩌|댄 7‘16101 보관 1113 

리쭈리이트 Lazultte 캐나다 Yukon 7‘J6201 구입 96/1α09 

쩨이브라이트 Wavel삐8 미국 Arkansas 7J7101 구입 96/10/09 

터키석 TurQuooise 미국이리조니 7J7601 보관 947 

터키석 Turquoise 이프리카 Seneglll 7J76f12 견시(J) 구입 91/07β0 

토오버나이트 T ottlerntte 지 01 려| 7‘X훌01 구잉 96/10/09 

때a토우버나이트 Meta-torberntte 자이해 7‘J8602 구입 96/1α'09 



오우토니이트 A‘.rtuntte on Felspar 미국 북캐톨라이나 SpUce Pfne 7‘J8701 보펀 1285 

인회우란굉 Autuntte 미국 7J8702 보관 .fi203-101 

인회우란광 Autuntte 프링스 7J87CY.3 ?보관 .fi203-102 

빼|르대리이트 Herdertte(CaB어F ， OH)P04) 미국 매인 Newry 7J9001 보펀 974 

빼르대라이트 Herdertte 7J9002 보관 974-115 

빼르대라이르 Herdertte 브리짙 7‘Bαl3 98112 

빼르월이트 Berzellfte wtth dolomtte 스쩌|덴 Langban 7KI201 보를 1139 

뉴우빼르이트 Newberytte 효주 7K’401 보관 1136 

쿄방트회 Erythrtte 캐나다온타리오 7K1701 보관 ’028 

코빌트회 Erythrfte wtth cobattfte 액시코 Somora 7K1702 보판 ’027 

앤나버자이트 Annabergfte 스때인 Tarraglna 7K17CY.3 보판 1169 

이너버지이트 Annabergfte 그러스 Laurlon 7K1704 구입 *ν10/09 

쿄낼트회 Erythrtte 모로쿄.bou-azzer 7K’705 앓/12 

스코로디이트 Scorodfte 미국 유티 Gold hlll 7K19이 보판 1083 

시딘석 Cllnoclastte 미국 네바다 MaJuba h뼈 71<3101 보관 10μ 

크리노를해이스 Clinoclase 미국 Nevada 7K3102 구입 96/10109 

L 녹비동뀔 OHventte 영국 Cornw허| 7K3301 보관 1042 

t\:) 
。、 이다마이트 Adamtte 멕시 코 Maplml Duramg。 7K3401 보관 1371 

이다마이트 Adamfte 핵시코 Durang。 7K3402 구입 96/1。π)9

큐므로이다마이트 Cuproadamtte 그리스 Laurion 7K3여l3 구입 96110109 

어디미이트 Ad엉ntte-gypsm 미국.산티유리니아주 7K3404 %ν12 

g연석 Mlmettte 멕시코 Chlhu이1Ua 7K3501 구입 잊l/10109 

g연석 Mimettte 미국，신티유리니아주 7K갖;oz 98112 

코니장시이트 ConlchaJcfte 미국 Ltt에1 7K4101 구입 9611α'09 

쿄니캉시어트 ConlcaJctte 미국，이리조니주 7K41 02 없ν12 

독비철광 Pharmacoslderfte 영국 Cornwall 71<5’01 보관 1084 

오스티니이트 Austinfte & Jlanshuifte 미국‘콜로라도주 7K6402 없lI12 

시티시나이트 Pslttaclnfte on cuprodese Iolztte 이프리 카 (South West Africa) 7K7oo1 보펀 1325 

빼티혹이타이트 Met하lewettfte ， C뼈，3V205 ， 9H20) 미국 뉴멕시코 7K8101 보켠 1279 

바나디니이트 Vanadinfte 미국 이리조나 7K910’ 보관 1108 

바니디니이트 Vanadlnfte 모로코 Taouz 7K9’02 보관 1188 

비니디나이트 Vanadinfte 미국이리조나 7K9103 보관 1304 

바나디니이트 Vanvdlntte 모로코 Midett 7K9104 전시(티 구업 %깨7/00 

비나디나어트 Vanadlnfte 모로쿄 Tauxe 7K9105 보관 구입/엉경용 gν09/19 



바나디나이트 밍 길철석(영철석) Vðl1adin~e & Llmon~e(Geothtte) 모로코 Taouz 7K9106 기증/엄경용 95/09/19 

디스크로이죠트 Oesclolz~e 아프리키 (Guch6b, South West Africol 7K9201 보관 1344 

디스크로이지드 Oesclolztte 나미비아 Tsumeb 7K9202 98112 

카노타이트 Cam。‘~e 미국 7K9501 전시(J) J5207-IOl 

나도라이트 Nadorlle 이프리 카 Oiebel Nador, Algeria 7l2OO2 보관 1103 

0에모시이트 Emmons~e 미국 네바다 Goldfleld 7L4201 보관 1318 

흥연영 Croc~e 호주 Tasmanla 7L5201 보관 1022 

흥연영 Crocofte 티스마니이 7L5202 구입 96/1α09 

흥언링 Croc~e 오스트레윌리아태즈뻐니아‘레드릴드광신 7L5203 없ν12 

밍칸홍석 Huebnerfte New South w버es 7L6101 보관 1311 

밍간중석 Huebnerite In Quartz 미국 북캐톨리이나 7L6102 보관 1293 

앙긴중석 Hubnerite 찌|루 7L6103 구입 96/1α'09 

앙간중석 Huebnerite 때투 Ancash‘따스토부예노광산 7L6104 98/12 

형앙긴증석 WoWramite 7L6301 보관 395 

철밍간증석 WoWramite 7L6302 보관(대) 

질앙긴증석 WoUramRe 쳐l코슬로바키아 Zinnwaod , Bohemla 7L6303 보판 1341 

」 얼잉간증석 WoUramlte 7L6304 보관 

임 철밍간증석 WoUramlte In Quartz 영국 England 7L6305 보관 1298 

철앙간증석 Wolramlte 7L6306 보관 7L63-1 ’97 

철밍긴증석 WoUramfte 7L6307 보판 7L63-’413 

형앙긴증석 WoKramlte 흥묵 증원군 암성면 대회광산 7L6308 Z 01103-102 

철앙간증석 WoKramlte 경북 달성군 기칭연 달성광신 7L6309 보관 M- 163 

월맘간증석 WoUramRe 영국 7L6310 보관 7마3-’54 

질잉긴증석 WoUramlte 강원 상동굉신 7L6311 보관 01103-103 

철앙간증석 Woframfte 경북 달성군 기징면 달성광산 7L6312 견시(J) 01103-101 

얻앙긴증석 WoIframlte 중북 증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7L63’3 현시(J) 。 11떠-102 

철앙긴증석 Wolramite 흥묵 증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7L6314 전씨(J) 01 ’03-102 

혹중석 WoIframfte 강원심뭉 7L6315 보관 7L63-298 

철앙간중석 WoUr혀nRe 경북달성 7L6316 ?보관 기증/이깅g 94108/00 

형앙긴중석 WoUr아nte 깅윈도 영장군 대회리 대회광산 7L6317 보관 Alα)8-10 ’ 

힐앙간중석 및 회중석 WoøramAe & Scheek~e 경북 율진군 셔면 쌍전리 썽전갱신 7L‘ì318 보관 

철앙긴중석 WoUramlte 흥북 충원군 양성면 대회갱신 7L6319 목도 01103-102 

얼잉간중석 WolramRe 키자크스틴 7L6320 구입 961’0/09 

철밍간중석 Wolr81띠te 강윈도영월 상동광신 7L6321 기증/싱동광션 없ν야110 



98Æ 기증/기켠수 7벼322 깅윈 영월 상동대한중석 Wo~ram~e 혹홍석 

1303 보핀 711써。’ 이탈리아 Scheel~e 회홍석 

1300 보판 7L6402 미국 유타 Beaver Scheellte(powell~e) 회종석 

9715 기증 711씨æ 깅윈도 영월군 상동응 구 대한중석 Scheel~e 회홍석 

383 ?보관 7L6403 흥묵욕앙굉신 Scheel~e 회중석 

7L64- 1408 보관 7L6404 Scheel~e 회중석 

01201-102 전시(J) 7Lc야ffi 흥룩 증원군 앙성연 대회광산 Scheeltte 회중석 

01201-102 현시(J) 711씨% 흥북 증원군 앙성면 대회광신 Scheel~e 회중석 

01201-103 견시(J) 7L6407 

7L6408 

흥북 중윈군 잉성면 대회광산 Scheel~e 회홍석 

01201-101 전시(J) 강원 영월군 상동융 상동링산 Scheel~e & Molybdenlte 회충역 및 휘수연석 

?보판 7L6409 흥륙 증원군 강성연 능암리 대회광산 Schee히I~e 회홍석 

7L64-148 보관 7L641 0 흥남정앙 Scheel~e 회홍석 

1336 보판 716411 캐나다 브리티쉬 흩톰비아 Salm。회홍석 

양/α4100 채휘 보핀(대) 7L혀12 강원 영월군 상동을 상동광산 

Scheel~e w~h Quartz & pyrtte 

회홍석 

94/07/04 채취 ?보관 7L6413 경묵 울진군 써연 옥방리 옥방경산 

Scheel~e 

Scheel~e 회홍석 

95/1ψ10 기증/박우균 보관 7LI써14 회중석 및 스딛바이트 

96/1α09 구입 7L6415 중국 SlchuM Provlnce 

Scheel~e & stilb~e 

Sc이hee잉I~e 회홍석 
〕{
N∞1 

9815 기증/기권수 
7164’6 강원 영월 상동대한중석 Scheel~e 회중석 

98112 구입 7L6417 흥묵 충원군 앙성면 능암리 대회영산 Scheellte 회홍석 

%ν12 구입 7U야18 흥륙 중윈군 앙성면 능암리 대학경건 Scheel~e 회중석 

98/12 구입 7U야19 충묵 중윈군 암성댄 능암리 대회굉산 Scheel~e 회중석 

1348(PbW04) 보관 7L650’ Broken hill New South wales st이z~e 연중석 

1011 보관 7U잊i02 일 본 OkawtlfTl8, Iwate Retin~e 해티나이트 

7L81-1 60 보관 7L8101 남미 Powell~e 따우웰리이트 

877 ?보켠 7L8201 W~entte 율메나이트 

1159 펀시(J) 7L8202 멕시코 Chlhuahua Wu~enne 율뼈나이트 

1106 보관 7L8203 미국 뉴멕시코 Wu~en’te 율빼나이트 

7버2-147 보관 718204 멕시코 Wu~enne 율쩍|나이트 

94101ν23 구입 보관 7l앓05 모로코 Tlznn W~enne ，hemattte & bllr~e 올때나이트.쩍철석 및 중정석 

95/09/19 구입/업경용 보관 7L없:06 모로코Miden W~e며te 울메나이트 

’166 보펀 7l9t01 미국유타 FerrimDlybd~e 뻐l리모리브디어트 

1236 

540 

?보관 

보관 

보핀 

7MOOOl 

7M0002 

7MαlO3 

FeldsPIlr 

FeldsPIlr 

Feldspar 

><, ... ’ 
。「

정석 

징석 



92106/00 기증/오기선 

7t.<<lO-K208 보관 

?보관 

7M0004 

7MOαl5 

강윈 고성군설익산 

경묵 문경군 가온융 완장리 원경석산 

Feldspar 

Feldspar 

징석 

정석 

보관 7M0006 륙한 Feldspar 정석 

보관 7MlOO7 북한 Feldspar 정석 

보판 7M>α18 중국 Feldspar 정석 

맹11ψ'00 채취 보관 7M>α19 펀북 정수군 징계면 진앙회학 Fe애SP뼈Plnk color) 장석 

94110100 채취 보관 7t.<<1010 전묵남원군산동면 Feldspm{Pink color) 장석 

94110/00 채취 S-93 보관 7t.<<1011 전묵 징수군 장계댄 진앙회학 Feldspar 장석 

보관 7MOO12 중국 Feldspar 장석 

용ν4 채취 7t.<<1013 견북 징수군 계내면 대유광산 Feldspar 정석 

없ν4 채휘 7t.<<1014 현륙 징수군 계내면 대유광산 Feldspar & Muscov~B 정석 및 액운모 

98/4 째취 7t.<<1015 켠북 질수군 계내면 대유경산 Feldspar 징석 

9814 채취 7MOO16 전북 정수군 계내면 대유광산 Feldspar & Musc。이te 정석 및 액운모 

96/10/09 구입 71.41101 캐니다 Br~lsh Columbl .. SlInidine 새니딘 

G1124-101 견시(J) 71.4120’ 강윈 준앙군 내금깅연(t앵5 이전 수집) Adularia 빙정석 

GI124- ? 켠시(J) 71.4’202 룩한(횡혜 수안군 수구면) Adularla 빙징석 

Gl111 - 101 보관(대) 71.41301 강영실악산 Orthoclase 정장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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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J) 71.41302 경북 문경군 문경을 Orthoclase & Rock cryst외 정장석 및 수정 

보관 71.41303 강원 고성군성악신 Orthoclase 정정석 

전시(J) 71.11304 강원 고성군얻악산 Orthoclase 정정석 

보관 71.41305 강원 고성군실악산 Orthoclase 정정석 

현씨(J) 71.41306 강원 고성군설악산 Orthoclase 정징석 

보관(대) 71.41307 Orthocoase 정정석 

1220 보판 71.11308 이프리 카 Madagascar Orthoclase 정정석 

1175 보완 71.11309 캐니다 브리티쉬 콜톰비이 Orthoclase 정정석 

견서(J) 71.41310 경묵 문경군 문경응 Orthoclase & Rock Cryst에 영장석 및 수정 

186 보윈 71.11311 강원 고성군외금강면 Microcllne 미시정석 

94104100 기증/이동닝 전씨(J) 71.11312 서율 써대문구흥져l동 Orthoclase 정정석 

96110/12 구입 전시(C) 71.113’3 흥닙 보은속리선 Feldspar & Rock Cryst에 징석및수정 

9611α12 구입 현씨(C) 71.113’‘ 충남보온속리산 Feldspar & Rock Cry잉혀 장석및수정 

95/11123 구입 보견 71.113’5 흥북보은 용회리 속리신 Feldspar 징석 

95/11123 구입 보판 71.11316 흥북보은 용화리 속리산 Feldspar 장석 

잊ν@νm 

잊)/1α'09 

구입/영상구 

구입 

보관 71.11317 

71.11318 

인도 

미국 Color .. d。

Mookllite 

Orthoclase 

장석(무카이트) 

정정석 



9618 기중/정무후 711.41319 

7셔’320 

충북 흥주시 싱모면 미륙리 미특수정형산 。rthoclase정정석 

9618 기증/정무후 흥북 흥주‘시 상모연 미특리 미룩수정월산 Orthoclase 정징석 

’214 견시(J) 711.41401 미국버지니아 Mlcrocline 미시장석 

’184 보관 711.4 1뼈2 미국 졸로라도 Microcline 미시징석 

901’ 1끼m 구잉 현시(N) 1MI403 브라짙 Amazonne 연히석 

?보관 711.41404 Amazontte 연히석 

정서“) 7MI4ai 깅영 고성군외긍강연 Mlcrocline 미시장석 

94108/23 구입 보관(대) 1M1406 브리질 Feldspar,Rock crys!허 & Muscovlle 징석，수정 및 액운모 

보관 711.41407 켠묵 우쭈군 쩍상면 시산리 적신경산 Amazonne 연히석 

1184 보관 71.11408 미국롤로라도 Mlcrocllne 미시정석 

잊ì11α@ 구입 71.11409 미국 Colorado Mlcrocline 미시장석 

96/10109 구입 711.41410 미국 Colorado Mlcrocline 미시징석 

1259 보관 1M’501 영국 아일랜드 Anorthoclase 얘노르더클레이스 

1깐)8 보관 7MI502 미국위스콘신 Anorthoclase 예노르디클레이스 

g컨O 보관 71.11503 노르쩌|이 Anorthoclase 애노르더블레이스 

71.123-18’ 보관 71142301 미국낭디고티 Albfte 조정쩍 

71.123- 189 보관 7M2302 캐나다 Albtte 조징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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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15-101 전시(J) 7’vt2303 강원 고성군 외금강(1 945， 01 견수정) Albfte & Microcllne 조징석 및 미시정석 

96/W09 구입 7M2304 브리짙 Albtte 일바이트 

잊ν10109 구입 7M23(!; 브라질 A’btte 알바이트 

961’0109 구입 71.12306 브라짙 Albtte 양바이트 

961’0109 구입 71142307 브라잘 Sao Jose do Satlra,Minas Ger어S Albtte 얻바이트 

71.124-쟁8 보관 71.12401 Oligoclase 올리고를혜이스 

1247 보판 71.12402 미국 북캐톨리이나 Ollgoclase 올리고클해이스 

보관 7M2601 미국 Labradortte 리브라도리이트 

90I0OlOO 기증/구덕회 ?보핀 7M2602 미국 Labradorfte 리브라도라이트 

앙ν10109 구입 7M2603 캐나디 Labrador Penlnsula Labradortte 리브라도라이트 

711.4’5-185 보관 71.12801 경남신정 Anorthtte 회장석 

7M41-415 보핀 7M4101 Leuctte 액튜석 

’F1B-441 보켠 71.14102 Leuctte 액즘석 

없ν12 구입 7M4201 이륙(영깅군현내면) Nepheline 네멜린 

G131 1-101 

7M44-양O 

전시(J) 

펀시(J) 

보관 

7’04440’ 
”μ02 

7M4403 

북한(힘욱 김주군 정액면) 

북한(항북 주군 징액면) 

북한(힘묵 길주군 장액연) 

Sodame 

Sodaltte 

Sodaltte 

소달라이트 

소달라이트 

소달라이트 



711444-176 보판 7M4404 미국 SodaJHe 소딜리이트 

없ν10/09 구잉 7M4405 브라힐 SodaJHe 소달려이트 

96/1 ()，i뼈 구잉 7M4406 이프가니스탄 Badai<hsh8ll SodaJHe 소달리이트 

없111κm 기증/핵노엉 ?보편 7M4701 러시이바이킴님부 LazurHe(blue) 리쥬리이트 

V.A.Anain& 박노영 전시(J) 7M4702 러시아바이킴지역 LazurHe(deep blue) 리쥬라이트 

M-355 보관 7M4703 강원 즘성 LazurHe 리쥬라이트 

M-356 보관 7M4704 깅윈 훈성 LazurHe 라쥬라이트 

9ι08123 구입 보완 7M4705 인도 LazurHe 리쥬라이트 

G21oo-101 보관 7M5001 경묵영잃 ZeolHe 를석 

천씨(J) 7’\tiOO2 일본 Zeol’!e(Bo!rvoIHe) 물석 

보관 7M5003 경북영일 ZeolHe 붙석 

G21oo-’02 보관 7M5004 경북영일 Zeolite 붙석 

전씨(J) 7M5αl5 일본 Da!oltte 다토리이트 

전시(J) 7M5α16 일본 Da!olHe 다토리이트 

현시(J) 7M5oo7 일본 DatolHe 다토리이트 

보관 7M5α)8 일온 Heul8lldHe 휘툴석 

전시(J) 7M5α19 일본 Heul8ll에te 휘물석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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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1) 7M5010 일본 HeulandHe 휘를석 

보펀 7M5011 일본 Da!o1He 디토라이트 

현시(J) 7M5012 일본 Da!olfte 디토라이트 

없κ$κ% 채춰 ?보관 7M5013 경북 경주군 앙묵면 ZeolHe 톨석 

95/1여ν15 구입 보관 7M5014 Heulandtte & Apophyll~e 흩핸디이트 및 어인석 

95106115 구입 보판 7’\015015 

Indla 

Indla HeulandHe 훌핸디이트 

9’107.끼% 구입 현시(J) 7M5301 인도 Poona o’k‘en미lHe 오채나이트 

gν08/00 구입/정상구 보판 7M6101 인도 Na!rolHe 내트로라이트 

잊ν.08/00 구입/정상구 보관 7M6102 인도 N혀rolHe 내트로리이트 

잊ν아ν% 구입/정상구 보관 7M62이 인도 MesolHe 뻐조리이트 

gναν% 구입/정상구 보펀 7M6202 인도 MesolHe 뼈조라이트 

95l08l00 구입/정상구 보관 7M6301 인도 ScolecHe 스코혜시이트 

97끼)5/ 1。 구입 7M6302 인도데칸 ScolecHe 스코혜시이트 

명ν10/09 구잉 7M6601 캐나디 Br~lsh C oiumbla EdlnglonHe 얘딩토나이트 

95/08100 구입/정상구 보판 7M7106 인도 Heul8lldHe 휘를석 

gνανm 

gν10/12 

구입/정상구 

구입 

보관 

보판 

7M7107 

7M7108 

인도 

경기도 화성군 몽딩연 상보광산 

He내8Il이te 

Heu1andHe & Harm어ome 

휘를석 

휘몰석 잊 히모톰 



95/1 0/1 2 구입 보관 711.17109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십보굉산 Heuland~e 휘물석 

96110/09 구입 711.17110 인디아 Heuland~e 훌랜디이 트 

97/1αν10 구입 711.17111 인도 Heuland~e 훌랜디이 트 

97/1αν，。구입 711.17112 인도 Heuland~e 훌앤디이트 

95/08/00 구입/정상구 보관 711.17201 인도 Stilbtte 스될버이트 

95/08100 구입/정상구 보관 711.17202 인도 Stilb~e & Apophyll~e 스틸바이트 및 어인석 

951뼈100 구입/정상구 보관 711.17203 인도 Stilb~e & Apophyllite 스팅바이트 및 어안석 

95/0!ν% 구입/정상구 보관 711.17204 인도 Stllbfte(massive bladed) 스틸바이트 

잊ν@ν00 구입/정상구 보관 711.17205 인도 Stllb~ e(masslve bladed) 스딛바이트 

95/1여lIOO 구입/정싱구 보관 711.17206 인도 StilMe(she하-like) 스텅비이트 

97/4 기증/엉경용 711.17207 인도 StllMe 스딩바이트 

97/05/1。구잉 711.17208 인도 SIIIb~e 스될바이트 

97;'αν10 구입 711.17209 인도 SlIIb~e 스틸바이트 

97;'αν10 구입 711.17210 인도대칸 SlIIbfte & Apophyllüe 스팅바이트 및 어인석 

95/’01 ’ 2 구입 전시(C) 711.17601 경기도 화성군 몽당연 상보굉산 브후스터라이트，수접 ，횡철석 및 심이연석 Brewsler~e ， Rock CryslaJ, Pyrfte & Sph허erfte 

95/10112 구입 견시(C) 711.17601 경기도 화성군 몽당면 상보광산 Brewslerfte & Quartz 브루스터라이트및석영 

95/10/12 구입 펀시(C) 711.17602 경기도 회성군 용담면 심보굉산 Brewslerüe & Quartz 브루스터라이트및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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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0/12 구입 보관 711.17603 경기도 회성군 용당연 삼보광산 Brewsler~e & Rock CryslaJ 브루스터리이트 및 수정 

95/10/12 구입 전시(C) 711.17604 경기도 회잉군 용당연 상보굉산 Brewslerfte & Quartz 브루스터리이트및 석영 

95/11123 구입 보관 711.17605 경기도 회성군 옹딩면 삼보경산 Brewslerfte & Rock CrystaJ 브루스터리이트 및 수정 

96/10109 구입 711.17701 카나다 Slellerfte 스댈러리이트 

95/10112 구입 현시(C) 7M8201 경기도 회성군 옹당연 삼보굉산 Harmolome, Quartz & GaJena 히모톰，석 영 및 방연석 

1268 보핀 7’"*1301 영국(스코틀랜드) Chabazfte 캐버자이트 

G2148- 101 보관 71<1없01 흥북흥주동양흩석광산 Laumonlfte 로우몬티이 트 

G1215-101 전시(J) 7N010l 강원 고성 축앙연 오몽리 Pyro)(ene 휘석 

92109100 기증/김윤규 보관 7N0102 강원 고성군쩍용면 오몽리 Augfte in 버k비I 80s이t 휘석 

1’20 보판 7뼈201 캐나다 Quebec Amphlbole 각성석 

1’24 보관 7N0202 미국 외이오밍 (Wyoming) Amphibole 각섭석 

1122 ?보관 7N0203 미국몬타나 Amphibole 각성석 

1123 보관 7N0204 미국캘리포니아 Amphibole 킥성석 

?보관 7N2101 브리짙 Dlopside 루휘석 

90/00/00 

91107130 

기증/조민조 

V, A, An8ln & 박노영 

구입 

전시 (J) 

전시(J) 

전씨 (J) 

7N2102 

7N2103 

7N2104 

뀔리핀 시마르성 

브라질 Minas GeraJs 

러시이 바이캄 육부 

대opslde 

Lavr。이le(Cr힘 R) 

Dlopside 

루휘석 

리브로바이트 

루휘석 



후뼈석 Dlopslde 용닝 셔산군 고부연 후암리 7N2106 보관 

루휘석 Dlopslde 브라짐 7N2106 구입 96/10/09 

빼댄버지이트 Hedenberg~e 경님 율산군 농소면 대한철광 율산굉엉소 7’>12401 보판 채취 었109100 

얘크미이트 AcmHe In Nephellne syen~e 미국륙캐톨리이니 7N4201 보관 7N42-410 

이지린 Aegirlne Z이nba 공회국 7N4202 없ν12 

경욕 JadeKe 티옛 7N4401 보관 739 

경특 JadeHe 월본 7N4402 보관 1257 

경육 JadeHe(blue green) 려시이 바이킬 남부-1992.1 1.13 7N4403 현시(N) V.A.An어n 

경육 Jadefte(dark green plale) Krasnoyarsk 지 역 7Nμ04 켠시 (N) V.A.Analn & 박노영 

경육 JadeHe 미국 개뼈05 보관 구입 93/06/17 

스포듀민 Spodumene 이프리카 Madagascar 7N4701 보핀 ’ 109 

스포듀민 Spodumene 미국북캐톨라이나 71‘4702 보관 1185 

문ÃI이트 KunzHe 미국캐톨리이나 7t• 4703 ?보관 701 

문지이트 KunzKe 띠키스탄 N.W.F. P 7~μ704 구입 96/10109 

규회석 Wollaston~e 7N>101 보켠 7’li1-259 

TtA1석 Wollaston~e 흥북딘앙 7~102 야외 G’231-1 01 

| 규회석 
• i 

Wolla잉onHe 미국 웰리포니아 Rlverslde 7~’03 보관 1007 

업 규회석 WollastonHe 미국뉴욕 7~104 보켠 1αJ8 

R회석 Wo"aston~e 7~105 보관 M-128 

규회석 WollastonHe 흥북단앙 7~106 보관 채취 94/06/03 

R회석 WoHastonHe 충북 딘양을 외중방리 도전광산 7~107 보관 563 

정미휘석 RhodonHe 7~202 보관 1221 

징미휘석 Rhodon~e 미국뉴저지 7~203 ?보판 1130 

정미휘석 RhodonHe 미국뉴저지 7~204 보관 1138 

정미휘석 RhodonHe 인도 7~206 보관 구입/정상구 95;'따voo 

앤토열리이트 Anthophyll~e 미국 묵캐톨리이나 7N6101 보펀 1’21 

효안석 Tlger eye 이프리 카 GrlQuaJand South Afrlca 7N7301 진씨(N) 앓8 

효인석 Tlger eye(brownlsh yeHow) 러시아 키자흥스탄(Kaz에‘hstan) 7N7302 견씨(J) V. A.An에n& 벅노엉 

연옥 NephrHe 강원 훈성군 동면 신포항신 71애lOO 1 보판 7뼈0-1407 

언옥 Nephr~e 강원 훈성 7애lOO2 보판 7N80-338 

연육 Nephrite 강원 훈성 7N8003 보관 7N80-339 

연옥 Nephrite 강원 훈성군 동면 월곡리 7N8004 보관 G’254-101 

연욕 NaphrHe 강윈 훈성군 동면 월곡리 7N8006 전씨(N) GI254-101 

연옥 Nephrite 깅월 중성군동댄훌곡리 7N없J06 보관 GI254-101 



펀시(N) 7N8007 강원 훈성광산 Ne어ufte 연욕 

92/11100 기증/빅노엉 현시(N) 7N없1O6 러시이바이휠납부 Nephrtte 연욱 

보판 7’'18009 강윈도혼성군신포광산 Nephrfte 연옥 

보관 7N8010 강원도훈성군신포영산 Nephrfte 연옥 

보판 7~훌011 갑윈도훈성군신포광산 Nephrle 연육 

G미124μ4-101 보관 7N8201 강원 훈성군 동연 Tremolle & Actinolfte 루각섭석 및 앙기석 

G’244-101 ?보관 7N8202 강원 훈성군동면 Tremolfte & Actinolfte 루걱섭석 잊 앙기석 

G124μ4- 101 ?보관 7뼈203 강원 훈성군동면 Tremolfte & ActlnolMe 루각성석 및 앙기석 

X씨 보관 7N없% Trerno1lte 루각섭석 

506 보관 7N82C5 흥륙흥주동앙흩석광산 Tremolle 루각성석 

M-164 보관 7애!206 경기깅회 Tremotle 루각성석 

M-170 견씨(J) 7N8207 흥북 충주동양톨석광산 Tremolfte 루각섭석 

G1249-101 보관 7N8208 강원 명강(1맹5 이전수정) Heiko빠8 영강석 

GI253-101 전시(J) 7N8209 흥북딘앙군단앙면 Mount하n Iealher 신띠 

?보관 7뼈210 Mount배n Iealher 신띠 

?보관 7N8211 Mount8ln lea!her 산띠 

현시 (J) 7뼈212 전북 왼주군 비용연 용산리 Tremo1lte 후각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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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N82 보관 7N8213 Mounl8ln lea!her 신띠 

견씨 (J) 7뼈301 흥낭 홍성군 은히연 회용리 Actln。싸e & Tremome 앙기석 및 루각섭석 

94108/00 구입/강l 보판 7N8302 용낭 흥성 군 은히면 회몽리 Actlno삐e 앙기석 

951α1126 째혀 보판 7N8303 강윈도 태백시 상동융 거도굉신 Actlno빼e ， Chlorfte & C어dte 앙기석，늑니석 및 앙해석 

보관 7N8304 흥남 홍성군 은하면 회몽리 AcllnoHte 양기석 

96110109 구입 7N8305 미국콜로라도주 Actlnollte 앙기석 

94107100 채휘12계 보핀 7N8501 경북 율진군 서연 옥엉리 옥방캉신 Horublende & Blolite 각성석 및 혹운모 

94107/00 채취 보관 7N8502 경북 율전군 셔면 옥방리 욕방영신 Horublende & 에어fte 각섭석 및 흑운모 

95105129 기중15덕흰 보완 71얘용03 깅윈도앙앙얼광 Amphlbole 각성석 

95106126 채취 보핀 7얘3504 강윈도앙앙철광 Am어빼ole 각성석 

잊iI06I26 q휘 보관 7N8505 강윈도잉앙§광 Amphibole 각성석 

잊ν아ν'26 채취 보핀 7N8506 강윈도앙잉쩔굉 Amphlb。’e씩섭석 

97/06 체휘 7N8507 경륙 울진군 서면 옥방리 욕빙광산 Hornblende & BlolMe 각섭석 및 혹운모 

97/06 채취 개8508 경북 올진군 서연 옥방래 옥앙영산 Hornblende & BlolMe 각성석 및 혹운모 

95108100 구입/영상구 보관 7PαlO l 언도 Green mlca & RubY(spotled) 운모(늑색)및 루비 

389 

’253 

보켠 

보펀 

7Pl00l 

7Pl아l2 채니다 Quebec 

Muscovtle 

Muscovfte 

액운모 

액운모 



’2’1 
보켠 7Pl003 틴라질 Muscovtle 액운모 

1329 보관 7Pl004 Musco얘e 액운모 

7PI0-199 ?보관 7Plro; 경냥잉어진 Serlc~e 건운모 

199 보관 7P 1 006 경남용산빙어진 Seri~e 건운모 

92/{싸100 채취 현시(J) 7Ploo7 경북 몽화군 석포면 석포3리 대현광씬 SericKe wRh epid여8 견운모 

9210.ψm 채취 야외 7Pl아18 경육 용회군 석포면 석포3리 대현광산 Sericle 건운모 

94105125 기증/김지태12개 보관 7Pl009 이르헨티나 Muscovtle & Feldspor 액운모및 장석 

941αν25 기증/김지태 보관 7P1010 이르헨티나 Muscovfte & Rock cryst허 액운모 및 수정 

94105125 기증/김A1태 ?보관 7PI0ll 이르헨티나 Muscovlte 8. Rock crystal 액운모 및 수정 

94107100 채취 보관 7PI012 경묵 옹회군 석포면 석포3리 대현광산 Serlc~e 건운모 

%깨7100 Ã#취 보핀 7PI013 흥북 용회군 석포면 대현광산 SericKe 견운모 

94107/00 Ã#취 보관 7PI014 흥륙 용회군 석포면 대현광산 S9flcfte 건운모 

94107/00 체취 ?보핀 7PI015 경북몽회군재산면 Muscovtle 빽운모 

92lO4lOO 채취 S-4 보켠 7PI016 경룩 몽화군 석포면 대현굉산 Serlde 건운모 

보관 7PI017 경북언잉 Muscovtle 액운모 

보관 7PI018 경북 율진군 써연 옥빙광산 Muscovtte 8. TαJrm삐ne 빽운모 및 전기석(메그미티이트 내) 

961’0109 구입 7PI019 브라질 Muscovfte 백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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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5110 구입 7PI020 브라짙 Muscovlte 액운모 

97107 채취 7PI02’ 깅윈도 영월군 늑펀면 새로나광산 SerlcRe 건운모 

97107 채취 7PI022 강얻도 영월군 녹전면 새로니굉신 Sericle 견운모 

없1/4 채취 7PI023 전북 징수군 계내면 대유광산 빼Jscovfte 8. Fe!dspor 액운모및 장끽 

없ν4 채취 7P 1 024 견묵 징수군 째내면 대유광산 Muscov.e 액운모 

9814 채취 7P 1 025 전묵 징수군 계내면 대유광신 Muscovtte 8. Fe!dspor 엑운모및 징석 

G2203-101 펀시(J) 7PI801 흥북 제천 or 미국 콜로라도주 m Lepld이fte 리g운모 

1205 보핀 7PI802 미국 콜로라도 Ohio Cfty Le에doUle 리륨운모 

111。?보관 7PI803 미국님다코나 L9PldolMe 리륨운모 

G2203-102 야외 7Pl없)4 흥묵단양 Lepjdollte 리톨운모 

7PI8-262 보관 7Pl없l5 아프리카 (South West Afrlce) Lepldollte 리륨운모 

96110/09 구입 7PI806 브라힐 LepjdolKe 에띠도라이트 

96/10/09 구입 7PI807 브라짙 Le어dollte 혜띠도라이트 

G2205-101 전씨(J) 7P210’ 깅원 영월군 610tle 혹운모 

않205-102 보핀 7P2’02 흥북 옥방광산 610싸e 혹운모 

7F21-157 

보현 

보판 

7P2103 

7P2104 캐니다 

61여fte 

BIotKe 

혹운모 

획운모 



1125 보관 7P2106 

7P2106 

채니디온타리오 Blot~e 흑운모 

95/1αν29 기홍/륭덕염 보관 강윈도 앙앙청굉 Blottte 혹운모 

95/06126 채취 보관 7P2107 깅윈도 ·앙앙쩔광 Blot~e 혹운모 

94/06/00 채휘 S-62 보관 7P2108 경륙 울진군 서연 옥방광산 Blottte 혹운모 

보관 경북 율진군 써연 옥방굉싣 Biot~e 8< Fluortte 혹운모및 형석 

96/10κ19 구입 

261 7P2109 

7P2110 북포루루같 Biottte 획운모 

97/06 채휘 7P2’ 11 경북 울진군 서연 옥빙리 옥방광산 Blot~e 8< Hornblende 혹운모잊 각엄석 

98/4 채취 7P2112 전묵 징수군 계내면 대유굉선 Blottte 혹운모 

잊1I4 채취 7P2113 전륙 장수군 계내면 대유형산 Biottte 혹운모 

9814 채취 7P2114 전북 징수군 계내면 대유광산 Blot~e 혹운모 

9814 채취 7P2115 전묵 징수군 계내면 대유굉신 Blottte 혹운모 

G2206-101 현시(J) 7P2301 북한(힘북 길주군 정액면 포수광산-1앵501 견때) Phlogop~e 금운모 

G2206- t02 현시(J) 7P2302 북한(1맹5 이전수집) Phlogoptte 금운모 

96/10/09 구입 7P2303 러 시 아 Kola Penlnsula Phlogoptte 금운모 

G2307-101 보관 7P240’ 흥남정앙 Vermicultte 질석 

G2307-’02 보핀 7P2때2 흥남정앙 Vermiculite(powder) 짙석 분맏 

7P24- 156 보관 7P2403 흥낭정앙 Vermlcul~e 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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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6 보관 7P2때4 미국몬티니 Vermicultte 짙석 

1049.265 보켠 7P250’ 산지미상 Glaucontte ðlI록석 

96/10/09 구입 7P2AOl 미국 Colorado ZinnwaJdne 진톨디이트 

G2301-1 01 보편 7P30이 흥묵흥주동잉톨석광산 Serpentlne .AI운석 

G2301- ’01 ?보관 7P3002 흥묵흥주동앙톨석광산 Serpentine 시문석 

lFFO-430 보관 7P3003 Serpentlne 시문석 

lffO-449 보윈 7P3004 Serpentine 사문석 

IFFO-407 보판 7P3006 Serpentine 서문석 

G230H03 야외 7P3006 흥닙굉연 Serpentlne 사문석 

앓/~ν00 'If휘 보핀 7P3007 경낭 율신군 농소면 대한형광 Serpentine 시문석 

없~06/00 채취 보관 7P3αl8 경냥 율산군 농소면 대한형광 Serpentlne 시문석 

94/07/00 채취 보핀 7P3009 흥남 홍성군 굉천융 Serpentlne 시문석 

앵107100 빼휘 보관 7P3010 흥닝 홍성군 광천융 Serpentine 시문석 

94/07/00 채취 보핀 7P3Otl 흥남 홍성군 광천응 Serpentine 시문석 

94/07/00 

94/07/00 

94/07/00 

채취 

채취 

채휘 

보판 

보관 

보관 

7P3012 

7P3013 

7P3014 

흥낭 정앙군 광시연 노현리 

중님 홍성군 은히면 흉신석연캉신 

흥낭 홍성군 은하면 륭산석연경션 

Serpen~ne 

Serpentine 

Serpentine 

사문석 

시문석 

시문석 



94107/00 

9-4107100 

채취 

채취 

보관 

보관 

7P3015 

7P3016 

흥님 홍성군 구횡연 홍성굉션 

용닝정앙군비용면 

Serpentine 

Serpentlne(Antlgor~e) 

시문석 

시문석(안티고라이트) 

95/5130 채취 보관 7P3017 경기 기명 설악연 위곡리 Serpentine 시문석 

잊ν야ν30 채취 보판 7P3018 경기 가영 설악연 위곡리 Serpentlne 시문석 

93109100 채취 S-4O 보관 7P3019 경북 안동군 풍천면 웅산지원 Serpentine A↓운석 

gνανm 치|휘 S- 4O 보관 7P3020 경묵 안동군 용흰연 풍산자원 Serpentlne 시문석 

94111/00 채취 보핀 7P3021 흥남 홍성 은하면 g션 석연광신 Serpentine 시문석 

양11 ’ /00 채취 보관 7P3022 흥닝 홍성 비용면 비를굉산 Serpentine 시문석 

보펀 7P3OZl 흥님링연 Serpentine 시운석 

GI252-101 보관 7P310’ 흥님광원 Asbestos 석연 

M-161 전시(J) 7P31 02 채나다 Asbestos(Amos~e) 석면 

전시(J) 7P3103 Asbestos 석연 

7N82-166 전시(J) 7P3104 흥북수산 Asbestos 석연 

M-’59 현시(J) 7P31 05 흥남 훌성군광천을 Asbestos 석면 

114-174 보관 7P3106 흥님흥성 Asbestos 석연 

114-163 보관 7P3107 견묵진안 Asbestos 석면 

92/11/00 기증N.A.An뻐1 전시(J’ 7P3108 려시 이 East Tiland Asbestos 석면 

l 

〕{
ω녁
 

αν@ν% 기증/전명식 보관 7P3109 롤리비아(3조각으로 나검) Asbestos & Actino~e 여탠 및 앙기석 

1200 보관 7P3401 G6/'nlerlte 기니어리이트 

1165 보관 7P3402 

New Clliedonla 

미국오레곤 G6/'nlertte 가니어리이트 

86/12100 기증/이당훈 펀시(J) 7P3403 New Clliedonlan. Nourr‘ea G6/'niertte 기니어라이트 

G2311-101 보핀 7P잊’01 흥룩 흥주시 동앙를석광산 T에c 를석 

G231'-10' 켠씨(J) 7P3602 흥묵 흥주시 동앙톨석광산 Tllic 톨석 

G231HOl 보관 7P3603 흥욱 흥주시 동양흩석광산 Tllic 톨석 

?보관 7P3604 전남 g도군 노회을 신링리 (노화도굉엉소) ToJc 톨석 

7P36- 207 보관 7P3605 흥북흥주 g석 T허c 를석 

보관 7P36(엉 Tllic 훌석 

’132 보관 7P3607 미국캐톨리이나 T에c(gray) 를석 

1131 보관 7P3608 미 국 조지 이 (Georgi에 ToJc 를석 

1134 보관 7P않1O9 미국 버지니아 ToJc 를석 

1133 보관 7P3610 미국뉴옥 ToJc 톨석 

7P36-244 보관 7P36’ 1 ToJc 를석 

G231'-102 

7P36-243 

야외 

보관 

7P3612 

7P3613 

흥묵 흥주시 동앙를석광산 T에c 

ToJc 

톨석 

톨석 



7P36-쟁5 보관 7P3614 Talc 흩석 

M-21。전시(J) 7P36’5 흥륙 흥주시 동앙홈석용신 Tðlc 톨석 

야외 7P3616 경북울진군을전뭉 Tðlc 톨석 

93/1이ν'09 기중/이인용 보관 7P3617 흥북 흥주시 동앙톨석를신 Tðlc 를석 

xν''09100 채취 보관 7P36’8 흥국 Tðlc 톨석 

잃109/00 뼈휘 보판(대) 7P3619 흥역 흥주시 훌앙.석생산 Tðlc 톨석 

보관 7P362'O 흥냥 공추군 싱앙연 시g리 용랴를석 T배C 흩석 

94/’'0/00 ~휘 보윈 7P3621 견북 g주군 소잉면 삼풍리 션보영산 Tðlc 톨석 

94/1'0/00 채취 S-98 보관 71'36:갖 현륙 얻주군 소앙연 신보갱산 Tðlc 를석 

62(17- 1'01 보켠 7P37'Ol 경닝깅에군녹산면 PyrophyUKe 닙석 

944 보켠 7P3702 미국룩케톨리이나 PyrophyUKe 닙석 

93109100 채취 보관 7P3703 경북정승군￥남면 Pyrophyllne 닙석 

94/1ιm AA취 보핀(대) 7P37(씨 켠닙 혜닙군 g산면 부곡훌션 PyrophyUKe 납석 

94110100 채취 8-97 보건(대) 7P371!i 전님 에닙군 "산연 부곡영산 PyrophyUtte 납석 

잊Vlα% 구입 7P3706 미국 C아.or매a Pyrophyl뻐8 납석 

886 보펀 7P38I이 미국 캘리포니아 ApophyllKe 어안석 

잊M훌100 구입/정상구 보뀐 7P양1O2 인도 ApophyUne 어안쩍 

! 
] 

ω
∞
 
| 

잊νανm 구입/정상구 보펀 7P3없l3 인도 ApophyUKe 어안석 

잊νmνm 구잉/정상구 보관 7P3804 인도 ApophyUne & Clln。이ilo미le 어인석 및 클리이늄티로니이트 

g찌J8/OO 구잉/정상구 보관 7P381!i 인도 Apophylltte & prehnne‘sQuore pnsmlll) 어인석 및 포도석 

훌iI08Ioo 구입/정상구 보관 7P3806 인도 Apophy뻐e on Rock Crys!잉 어안석 

훌씨$πm 구입/정상구 보관 7P었107 인도 ApophyUH어colorless) & s!i’btte 어안석 및 스딛바이트 

잊ν아IlOO 구입/정상구 보관 7P3808 인도 ApOl>hyIHte(pyramldðl ,lIghl green) 어안석 

96/01νm 구입/정상구 보견 7P3809 인도 ApophyllHe(yell。써sh green) 어인석 

95IIlØIOO 구입/정상구 보켠 71'381'0 인도 Nalro8Pophy뻐e 내트로어인석 

9611'01’2 구입 보켠 71'381'0 경기도 화성군 용당연 상보광산 ApophyUKe & C하ctte 어안석 및 빙해석 

잊ν1 '0/12 구입 보관 71'3811 경기도 회성군 용답연 십보갱신 ApophylHte & s!ilbtte 어안석 및 스틸바이트 

9711l.ν，。구입 71'3812 인도대킨 ApophyHi!e & stilMe 어안석 및 스틸바이 트 

95106115 구입 보펀 7P3901 lndIa Prehntte 포도석 

잃I0OlOO 구입/정상구 보관 7P3902 인도 Prehntte 포도석 

96/'08끼m 구엉/정상구 보관 7P3903 인도 Prehnlte & Rock Crys!혀 포도석 및 수정 

잊νανm 

gνανm 

앙ν101얘8 

구입/정상구 

구입/정상구 

구밍 

보관 

보관 

7P3904 

7P3905 

7P짜이 

인도 

인도 

터키 

PrehnHe(bolryold에) & Chðlcedony 

Prehnlt어ren~orm) 

Kammererlle 

포도석 

챙머러리이트 

포도석 



닥카이트 Dlckne 전님 빼남군 용산면 부곡광산 7P71O’ 보관 기중/비금속심 

닥카이트 Dlckne 천냥 해닝군 횡산면 부곡갱신 7P7102 전시 기흥/비급속실(이었현씨) 

고링토 Kaollnne 7P730’ ?보관 7P73-196 

고영토 Kaollnne 경북정승 도석 7P7302 보관 7P73-’94 

고령토 Kaollnne 7P7303 보관 ’80 

고형토 Kaolintte 미국네바다 7P7304 보관 ’177 

g포토 Fuller' s Earth 미 국 조지 이 Att llPulQUS 7P7305 보판 946 

팔리고스카이트 Pa!YQorsktte 미 국 WashlnQ!on 성ate 7P9701 구입 gν10109 

새띠얻라이트 Sepiol~e 미국 뉴멕시코 7P9801 보관 1135 

김링석 Olivlne 미국 뉴엑시쿄 7Ql00l 보핀 577 

김링석(현무앙내) Ollvine 러시이 바이힐호 닝쪽 Tibeltl지역 7Ql002 보핀 기증/남기싱 96/10/28 

크리소리씨오나이트 Chrysoltthiontte in black chrysotite 7QI401 보핀 577-351 

크리소리씨오라이트 Chrysoltthiontte In black chrysolle 러시이 바이킴 닙부-1992.1 1.1 3 7QI402 보핀 V.A.Ar삐In 

김립석 코마타이트 Olivine Komatne 흥주 7Ql00l 켠씨(J) 기흥/문건추 

녹엉석 및 수정 Epidote 11 Rock crysta! 경닝 밀앙군 심링융 승지리 7Q3001 전시(J) GI392-101 

녹염석 Epidote 흥륙 져|천군 금성연 급성광산 7Q30Q2 보핀 

늑염석 
←~ 

Epldote 영톨군싱동융거도굉신 7Q3003 보켠 채취 잊ν10100 

펌 녹영석 Epido‘e 브라질 7Q3004 구입 앙ν10/09 

| 녹영석 Epldote 미국 Ca!ijornla 7Q3005 구입 9til10109 

길형석 AlIantte 캐나디온타리오 7Q3501 보관 7Q35-잊;a 

31디스토나이트 Hardystontte wlth FrankinKe, Garnet 미국뉴저지 7Q3701 보관 1370 

히디스토니이트 Hardystontte 미국 뉴저지 를행클린 7Q3702 없ν12 

석튜석 Garnet 경닙 밑앙군 딘징면 n껴001 견시(씨 G133’-102 

석류석 Garnet 7Q4002 보핀 

석튜석 Garnet 7Q4003 보원 

석륙석 및 석영 Garnet 11 Quartz 경북 용회군 소연면 빙연껑신 7야α씨 현씨(J) G’331-101 

석튜석 Garnet 7Q4005 보견 

석류석 Garnet 7여006 ?보펀 

석튜석 Garnet 미국 북채톨리이니 704007 보윈 앙~ 

석튜석 Garnet 체나다온티리오 7(얘α18 보현 923 

석튜석 Garnet 7Q4009 보를 ’54 

석튜석 Garnet 704010 보윈 7040-264 

석류석(일만딘) Garnet(예man에ne) 오스트리아 704011 전씨(N) 구입 이1071선씨 

석휴석 Garnet 내윌히맏리야미카후용 704012 현씨(J) GI331-103 기증/엉외믿 



석류석(일만딘) Garnet(Almandine) 미국 뉴욕 노스크입크 바른영산 704013 견시(J) 기증/박노엉 92/09/00 

석튜석 Garnet(brown) 러시아 바이겉 닙부-1992.1 1. 13 704014 보관 V.A.An뼈1 

석류석 Garnet 내월 31맡리야 미카루용 93.4.13 띠4015 전시(J) 기증/성익2! 

석류석 Garnet 러시이 바이힐 님부-1992.1 1.’3 7여016 전시(J) 기증/성의흰 

석튜석 Garnef(red) 미국이리조나주 704017 없!/12 

홍석류석 Pyrope 빼코슬로비키아 80hemla 7Q4301 보관 580 

석튜석(안드러다이트) Garnet(Andradtte) 중국 704601 보관 구입 93/09100 

석류석 Garnet 경욕 을진군 서면 옥방리 옥방굉신 7Q4602 보판 

석류석 Garnet 경륙 율전군 서연 옥빙리 옥빙광산 104603 ?보핀 

인드리다이트‘형석 및 빙해석 강윈도 동해시 심힐러 상회쩔산 7Q4604 보관 찌취 gν야ν26 

인드러디이트，형석 및 잉혀l석 강연도 동해시 십회리 삼효}형산 7Q4605 보관 쳐|취 95/01ν26 

석류석 Garnet 호주 7Q뼈06 보판 구입/엄경용 %νmν19 

앤드러다이트 Andradtte 멕시코 Chlhuahua 704607 구입 96/1α'09 

회크홍석튜석 Uvarovtte 러시 01 Ural Mountains 704701 구입 앙ν10.κ19 

그로슐라 Grossular 액시 코 Coahuila 7Q4801 구입 96/10109 

그로율리 Grossular 깅윈도 정선군 남면 동남광산 7Q4802 채휘 97/06 

| 흥주석 
>-‘ Andalustte 용닝 셔산군 부석면 (강윈도 고성?) 7Q5101 전시(J) G1378-102 

‘￡‘ ζ〉 흥주석 Andalustte 미국 앨리포니아 7Q5102 보관 7Q51-54’ 

흥주석 Andalustte 스뼈인 7Q5’03 ?보관 927 

흥추석 Andalustte 7Q5104 보관 7Q5’ -236 

흥주석 Andalustte 7Q51ffi 보관 7Q51-487 

흥주석 Andalustte 띠5106 보켠 7Q51-237 

흥주석 Andalustte 강원 고섭 7Q5107 야외 

공정석 Chlastoltte 강원 영주군 구정면 고용신용 석틴흥 7Q5108 보관 1405 

공정석 Chiaslollte 경기 연연군 증면 견곡리 7Q5109 이외 G1378-102 

흥주석 Andalustte 흥낭서산군부석면 7Q511。 보관 채취 94/07/00 

흥주석 밍 규션석 Andalustte & SiIIiπ，antte 7Q5’ 11 보관 7Q50-921 

흥주석 Andalustte 강윈도고성 7Q5112 보관 S8-43 

흥주석 Andalustte 강윈도고성 7Q5113 보판 

흥주석 Andalustte in mica sc매51 중낭 보형시 신혹동 7Q5 114 기흥/임순욕 97/3 

닙정석 Kyanfte 흥닝 논산군(경남 산정군 신정연 신정킹산7) 7Q5201 견시(J) GI380-101 

낭정석 KyanHe 7Q5202 보관 

냥정석 Kyanite 7Q5203 보관 7Q52-543 

닝정석 KyanHe 7Q5204 ?보판 



남정석 KYll1ltte 스위스 705205 보펀 929 

닝정석 KYll1ltte 흥남논선 따5206 보펀 M-I98 

님정석 KY ll1ltte 705207 보관 정6 

남정석 Kyll1ltte 705208 보견 237 

낭정석 KYll1ltte 흥남논신 띠5209 야외 Gl었30-102 

남정석 KYll1ltte 705210 보관 기증/구덕회 

남정석 KY ll1ltte 705211 보관 기증/조한익 921어114 

남정석 KYll1ltte 인도 705212 보관 구입/정상구 95/01νm 

닝정석 KY8lltte 브라월 7Q5213 구입 96/1α09 

닙정석 KY8lltte 브라힐 7052’ 4 구입 96/10/09 

남정석 KY ll1ltte 브라질 705215 구입 없ν101↑J9 

남영석 KYll1ltte 브라짙 705216 구입 96/10/09 

규선석 SUllmll1ltte 흥욱증원 705301 ?보관 7053-192 

R선석 SlIlImll1ltte 7Q5302 보관 921 

크리소훌라 Chrysocol’a 미국이리조나 얘a깨 7R2001 정시(J) 1041 

크리소훌라 Chrysocolla 미국 Arlzona 7A2002 구입 96/10/09 

J 크리소흘러 Chrysocolla 자이르 7R2003 없V12 

fi 시튜카이트 Shauttucktte 지이혜 7A2 101 보관 μ3-101 

춰동석 Dloptase 이프리카 나미비이 츠뼈브(South West Afrtca) 7A240’ 현씨(J) 

휘동석 Dioptase 이프리카 나미비아 츠뼈브(South West Afrlca) 7A2402 정시(J) 

튜그휴따이트 TU9Ìuptte 댄마크 Gree배어ld 7R3001 ?보관 M-356 

튜그튜띠이트 TU9Ìuptte 댄마크 Greenlll1ld 7R3001 보관 M-353 

R디디미이트 Eudidymlte 댄마크 Greenlll1ld 7A3801 보관 7R38-349 

가도러나이트 Gadollntte 스째댄 7R3901 보관 7A39용57 

뼈나시이트 Phenactte 브라힐 7R3COl 보판 973 Be2SI04 

지톨리이트 및 로우문티이트 Gyroltte & Laumonttte 인도 7R5601 보판 구입/정상구 95/08/00 

지톨라이트 Gyroltte 인도대칸 7R5602 구입 97/05/10 

오체나이트및 포도석 Okentte & Prehntte(st빼ctJtlc) 인도 7R5F02 보뀐 구입/정상구 95IO!VOO 

오케나이트(공동내예 방딜) 。kentte In geode 인도 7R5마3 보관 구입/정상구 잊ν'08/00 

캐반시이트 Cavanstte 인디이 7R5GOl 구입 없ν10109 

캐반시이트 Cav빼1입te 인디이 7R5G02 구입 96/10/09 

~로어트 Charott어Vlolet) 러시이 비이힐 닙￥-’잊l2.1 ’ 13 7R7001 현시(N) V‘ A.An뻐1 

차로이트 Charotte<Vlolet.flberous) 러시이바이킬 지역 7R7002 전시(J) V.A. Analn & 박노영 

치로이이트 Charotte 러시아 7R7003 펀시(N) 기 중/강뀔 종/러 시 OIIGEM SlIfll1lov 않ν'07/03 



치로아이트 CharoHe(Vlolel) 러시이바이갇지역 7R7αl4 보연 기중/팍영혼/러시아 잊ν이!l2 1 

이극석 HemimorphH e 액시쿄 S8I1I8e띠비1" 7R7때1 현시(0 구잉 91/07.ι，。

이극석 HemlmorpMe 미국이리조나 7R7402 전시(J) 1360 

이극석 HemlmorpMe 미국미주리 7R7403 보관 1359 

예련디시이트 ArandlsHe In Quartz 아프리 카 (South AfrlcaJ 7R7404 보관 ’287 

이극석 HemlmorpMe 중국 Yunnan Province 7R7405 구잉 앙ν10109 

이극석 HemorpMe 액시코 7R7406 구입 %ν10109 

이극석 HemimorpMe 액시코 Durang。 7R7407 구잉 96110109 

윌해마이트 WlllemHe 미국뉴저지 7R7801 보관 7R78-553 

윌해마이트 WiHemHe 미국 7R7802 보관 7R78-324 

톨해마이트 WlllemHe Ol!!리 ~1(Rhodesl에 7R7803 보핀 1350 

윌혜마이트 WiilemHe 이핀리카(Rhodesl매 7R7804 보관 135’ 
월~미이트 WillemHe 미국 7R7없15 현시(J) 7A78 표9 

월혜미이트 및 프행크리니이트 WillemHe & Franklinte 미국 뉴저지주 서색스군 오그댄버그 7R7없16 현시(J) 기증/박노영 없/αν00 

툴리이트 Mu뼈e 7S1201 보관 1251 

띠드타리이트 PdtalHe 스빼댄 75240’ 보핀 1107 

나 써인디트 SerandHe 케니다 귀|엑 S잉nt 비l혀ne 산 7S3001 gν12 

업 포루시이트 PollucHe 이프리키 (Karlblb, S。띠h west AfricaJ 7S6001 보판 994 

늑주석 Beryl 흥륙 청원군 부용면 g친광산 7S7301 견시(J) G126’- 102 

녹주석 Beryl 흥쩍 영원군 부용면 횡천굉신 7S7302 헌씨 (J) G1261-tOl 

늑주석 Beryl 7S7303 보판 7S73옹47 

녹주석 BeryKEmeraldJ 강얻 고성군 금강신 7S7304 전씨(J) 7S73-319 

늑주석 Beryl 미국매인 7S7305 보관 969 

녹주석 Beryl 미국매인 7S7306 보관 잊15 

녹주석 Beryl 채나다온티리오 7S7307 현시(J) 970 

녹주석(이|때힐드) BeryKEmerald) 훌륭비이 7S7308 현시(N) 구입 90111100 

녹주여(01쿼머린) BeryKAQuam8l'lne) 러시아 바이킴 남부- 1992， 1 1.1 3 7S7309 보핀 기증N.A， Aneltn 

늑주석(01쿼머린) BeryKAQuamarlne) 려씨이 바이킬 닝부- 1992.1 t. 13 7S731。 보판 기흥N.A，Ar빼n 

녹추석(이쿼머린) Beryl 이르핸티나 7S7311 전시(N) 기중/겁지E( 9410!ν25 

늑주석(이쿼머린) Beryl(AQUamarlne) 아르뺀티나 7S7312 보관 기증/김지태 94.I08tl3 

늑추석 Beryl 인도 7S73’3 보핀 구엉/정상구 잊ν아voo 

이쿠이마련 Aquamarine 따키스틴 NAGAR 7S73’4 구입 없!l 1 0I09 

녹주석 Beryl 미국 M비ne 7S73’5 구잉 양ν10109 

때때힐드 Emerald 브라짐 7S7316 구잉 96110109 



모르긴나이트 Morganite 미국 C81nomla 7S7317 구입 잊ν10109 

고쉬니이트 Goshen미，ne 브라짙 빼nas Ger81s 7S73’ 8 잊1112 

이네시트 Inesne 미국‘웰리포니 01.트리먼티시 ， H에e Cheek굉션 7SHOOl 96/1 2 

십지석 Stauroltte 효추 7SJ201 보판 7SJ2• 48 

십자석 Stauroltte in schlsl 강윈도고성 7SJ202 구입 97/05110 

대만토이드 Demantoid 미국웰리포니이 7SKOOl 없ν12 

이도크리스 Idocrase 미국웰리포니이 7SL101 보관 7SL’-560 

빼슈비아니트 Vesuviantte 캐나다.쥐|빽 이스뻐스토 지|툴리굉산 7SL102 양ν12 

빼리이트 Certte 미국 콜로라도 7SN201 보판 7SN2-32’ 

토르트빼이티이트 Thortvetttte 노르째이 7SN601 보켠 7SN6용5’ 

쇼리이트 Thorne 노르쩌|이 7SP301 ?보관 7SP3-561 

&리이트 Thortte 노르염|이 7SP302 보관 7SP3용62 

상리이트 Thorne 캐나디 7SP303 보관 잉P3-246 

받티두트 Bottwoodite 미국，캘리포니아 뉴메써드뀔신 7SQ10l 잊ν12 

우리노메인 Uranophane In Rhyollte 미국택시스 7SOOO1 보펀 1275 

우a노때인 Uranophane 일온 Tono m1ne 7SQ영12 보관 기증/윤상규 92/08106 

,..... 얘스트로필라이트 Aslrophyllite 미국졸로라도 7T1 201 보켠 1367 

*‘ μJ 이스트로열리이트 Aslrophylltte 러시 아 Kola Penlnsula π1202 구입 잊)/10109 

빼니토이트 Benttotte 미국 캘리포니 01. Bentto Gem굉산 TTI301 앙ν12 

네뮤니트 Nepyunlte 미국.캘리포니아，산뻐니토시 Gern광산 7T’ 701 양ν12 

케일하우이트 Kellhaune 노르웨이 7T’80’ 보펀 13’ 7 

티티니이트 Sphene sand 미국캘리포니이 7T1AOl 보관 1297 

티티나이트 Sphene 브라짙 ， Mlnas Ger잉s， Capelinha 7T’A02 아ν12 

카티툴리트 Calapleme 켜l니디‘ 쿼!엑， Santt HiI뻐 rd산 7T2101 앙ν12 

쩌어콘 Zircon !!~~ 7π'801 보핀 1354 

씨토리이트 Cyrtollte in c81ctte 캐나다 7T2602 켠시(J) 1174 

씨토리이트 Cyrtollte 캐나다온타리오 7T2603 보판 1339 

쩌어혼 Zircon in syentte 노르째이 7T2∞4 ?보관 1349 

쩌어콘 Zlrcon 캐니다 Quebec 7T2605 구입 96/10/09 

외인샌키이트 Welnschenktte on Umestone Rockbridge 7T4001 보관 1306 

밑비이트 Øvatte 미국 뉴멕시쿄 7UI601 보관 1081 

월바이트 lIv8Ite 러 시 이 O빼‘negαsk 7UI802 구잉 아ν10109 

률육 Topaz 브라질 7V1BOl 보컨 1234 

g육 Topaz 미국낭캐톨리이나 7V1B02 보윈 잊!5 



흉옥 TOP8Z 띠키스탄 N.W.F.P 7V1 B03 구입 96/10109 

횡옥 TOP8Z 따키스탄 Sh)gar N1 B04 구입 96/10/09 

R다이알리트 Eudl해Y!e in syenKe 댄미크 Greenland N2101 보관 N21-552 

유디이윌리트 Eudlaly!e in syenKe 댄마크 Greenland 7V2’ 02 ?보관 1352 

유다이알리트 EudlalY!e 케니다 쿼|백 S이nt HII에rd산 N2103 gν12 

엑이니트 Axinlte 러시아 시베리아，우릴산맥 7V4’01 없ν12 

딘던리트 OanburKe 미국，아리조나주 7V4301 

디토리이트 DatolKe 미국，콜로라도 7vμ01 

하우리이트 HowlKe 미국웰리포니이 Lang 7V4701 보판 549 

전기석 Tourmallne 경닝밑앙군 7V4001 현시(J) GI44’-101 

전기석 tourmallne 경묵 징수군 째북연 대유광산 7V4002 전시(J) 기증/조한익 

전기석 Tourm뻐ne N4D03 보켠 

전기석 Tourmallne 경냥앙산군일굉면 7V4004 현씨 (J) 

켠기석 Tourmallne 7V~ 보관 

전기석 Tourmaline in pegm.tKe 미국 콜로라도 Ohl。 7V4006 전시(J) 1190 

현기석 Tourmallne 브라짙 7V4007 보관 1223 

4 전기석 Tourmallne 미국 7V4006 견시(K) 구입 90/1 ’/00 

￡ 전기석 T ourmallne In Quartz 채니다 7V4D09 현시(N) 구입 90/11/00 

정기석 Tourmaline 미국뉴욕 7V<ID10 보관 932 

전기석 Tourmaline 7V<ID11 보관 

켠기석국회석 Tourm에.ne 경남 앙신군 일광면 일굉광산 7V4D12 보관 채춰 92/05/00 

견기석국회석 Tourmallne 경남 앙산군 잃광면 일캉굉신 7V4D13 보관 채취 92/05/00 

견기석 T ourmallne(reddlsh) 러시이 바이칼 님부-1992.1 1.1 3 7V4D14 보펀 V.A.An앙n 

전기석 및 연수정 T ourmalKe & Smoky Quartz 러시 아 ChK. 지 역-Pe밍nalKe 7V4D15 현시(J) V.A.An&JrJ &빅노영 

전기석 Tourmaline 롤러비이 7V4D16 보판 기증/진명식 93108100 

현기석 Tourmallne 브라짙 7V4D17 보관 기증/김지태 94105/25 

정기석 및 혹운모 Tourmallne & BlotKe 경룩 율핀군 서면 욱빙리 옥방광신 7V4D18 보관 채취 없ν'07/00 

정기석 Tourmallne(Oravfte) 경북 몽회군 석포면 석포3리 대현광산 7V4D19 보관 

현기액 TourmalKe 브라짙 7V4D20 보관 기증/김지태 94101ν23 

전기석 Tourm에ine 경묵 몽회군 석포면 져12연회광산 7V4D21 보관 채취 95κ)6/26 

전기석 Tourmaline 경북 용화군 석포면 져12연회광산 7V4D22 보관 채취 양ν야ν26 

정기석 Tourmaline 경낭 앙산군 일굉연 일광영산 7V4D23 보판 S-15 채취 92/<:6/00 

전기석(후앨라이트) T ourmallne(RubeIlKe) 틴랴짙， Min.s Gerals N 4D24 보현 구입 96/03/<:6 

우비이트 lMt(T ourmallne group) 브리정 7V4D25 구입 96/10/09 



견기석 TourmaJlne 북힌 7V4D26 구입 981!값8 

견기석 Tourm허Ine 북한 7V4fYl7 구입 9Mi/28 

견기석 TourmaJIne 현혹 징수군 겨|내면 대유광산 7V4028 채휘 없ν4 

정기석 TourmaJlne 견북 징수군 계내연 대유갱신 7V4D29 채!위 없ν4 

인디훌리트 In해colKe 브라월 .Ger매s광산 길칸디광산 7V4D30 없ν12 

드라바이트 Dravlte 써오스트릴리이 7V4Bll 구입 없ν1α'09 

드리바이트 Dravlte 브라짙 ParaJba 7V4Bl2 구입 9MOI09 

전기석(드러바이트) DravKe 경룩 용회군 석포면 석포리 대현굉신 7V4E03 채취 97107 

앵비이트 티b에le 브리질 7V4FOI 구입 96/10109 

듀모티얘라이트 Dumortlerfte g낭 앙산군 철마면 입기리 7V4GOI 현씨(J) GI442-IOl 

듀모티아|리이트 Dumo끼lerKe 경닝 양산군 얻마면 임기리 7V4GYl 켠시(J) G’442-’02 

듀모티얘라이트 DumortlerKe 미국내바다주 7V4G03 전씨(J) 7V4G-545 

톨바이트 Helvlte 미국 뉴액씨코 7V8301 보관 972 

g옥 Topaz(p허e yellow) 러시아 바이칼 남부-1992.1 1.1 3 7v뻐03 현시(N) V.A.An뻐1 

무연틴 AnlhracKe 강원 태액시 롱동 한보탄굉 7ZαJOl 견서(미) 기증/석단지얻실 9V04IOO 

무연탄 AnlhracKe 강앤 정선 대성탄광 7Z아J02 보관 QI225- 101 

.... ‘ g ’ q ‘타」 Anlhracfte 7Z아J03 보앤 7P7G-427 

A 
다1 무연틴 Anlhracfte 미국멘실바니아 7Z0004 보관 4P7G-281 

혹연힐석틴 Gr8Phllic coaJ 미국펜실바니이 7Z1αlO5 보판 4P7G-288 

역정틴 Bftumlnous c。에 효추뉴캐슬 7Zαm 견씨 (J) 

역정틴 Bftumlnous coaJ 호주 7Z'αYJ7 보관 QI226-IOl 

역영틴 BKumlnous c。때 효주 7Z0008 보핀 QI226-101 

역정틴 BKumlnous coaJ 7ZOCY:1iJ 보ð 1*-278 

티스마니이트 Tasmllllile 흥주 태즈메이니아 Near Lalrobe 7Z001。 보관 ’014 

이탄 Peat 미국 7Z0011 ?보관 5100-270 

길틴 Ugnlte 특일 Penzburg Bavarla 7Z0012 보켠 4P2G-283 

혹틴 Cannel coaJ 7Z0013 보판 4PAG-412 

역정틴 BKhmlnous c。허， ’ossUllferαJS 7Z0014 보윈 433 

감틴 Ugnfte 경욱경주시 7Z0015 보판 

역청틴 Bftuminous CoaJ 일온북뼈도태명앙틴갱 7Z0016 보관 

역정탄 Bftumlnous C。매 러시이 7Z00’7 보판 

흑연질 무연탄 Gr8P뼈cA여πacle 훌북 문경군 문경을 용명탄링 7Z0018 ?보관 

특연짙 무연틴 Gr8l>hltlc AnthrllCle 정북싱추군계림틴굉 7Z00’9 보관 

무언틴 Anlhracle 경북 문경군 대성틴좌 7Z0020 보관 



무연탄 Anthracκ8 경북 문경군대성탄죄 7Z0021 보켠 

혹연짙 무연탄 Graphitlc Anlhrac~e 경룩 문경군 문경응 용명틴캉 7Z0022. 보견 

혹연짙 무연탄 Graphllc Anthrac뼈 흥륙 보은군 마로연 마로틴굉 7Z0023 보관 

오조서리이트 Ozocerle 미국유티 7Z1301 보관 1013 

이스필트 ASI>holt 7Z1401 보관 7Z14-424 

일버티이트 Albertle New Brunswlck 7Z21O’ ?보관 1015 

앤쓰라소리이트 A띠hrllXoltte 캐니다온티리오 7Z2201 보관 1017 

윈티이트 Ulntahlte 미국유티 7Z3301 보관 1016 

효벅 Amber 미국 7Z400’ ?보관 

효벅 Amber 미국휠로리도 7Z4002 현시(J) M-329 

코따라이트 Copallte 미국훌로라도 7Z4003 정씨(J) M-320 

호박 Amber 구소련 7Z4004 현시(N) 기흥/김동섭 

호박 Amber 훌톰비이 7Z4αl5 구입 앙ν10109 

호박 Amber 몰톰비이 7Z4006 구밍 잊Y’ 0109 

효박 Amber 러 시 아 Kallllngrad 7Z4007 구입 잊1110109 

효박 Amber 러 시 이 K뻐lingrad 7Z4OC뻐 구입 96110109 

• i 효박 Anψer 졸톨비이 7Z4009 구잉 96/1α% 

4‘ 。1 운석 Meleorlte 미국아리조니 8AAOOI-3개 전씨(L) 8AAO-361 ,362,363 

운석 MeleorKe 태국 8AAOO2 펀시(L) 기증/이경한 92/07128 

isr -U;i Meleorlte 태국 8AAα13 현씨(니 기흥/강월중 없108114 

운석 Meteorle 8AAα)4 현서(니 기중/김동섭 93107/00 

운석 Meleortte 8AAIαl5 현시(니 기증/김훌십 잊1107/00 

운석 Meteorlte 8AAαJ6 현 AI(니 기중/김동성 gν'07/00 

형운석 Iron Meleor1te 나미비이 8AA007 구입 96110，π)9 

힐운석 Iron “eleo얘e 나미비이，호바，Glbbeon 8AAαJ8 98112 

택타이트 TeklKe 베트남 81노이 88아lOl 현시(L) 기흥/유일현 

택티이트 Teklle 베트님하노이 88αlO2 견시(L) 기흥/유힐힌 

택타이트 TeklKe 베트남 8BαlO3 천시(L) 기중까rnn Dy gν'07，πm 

택티이트 Teklne 에트남 8BαlO4 켠시(니 기홍ITran Dy %끼07/00 

헥티이트 TeklKe 빼|트남 8B0005 견씨(L) 기증ηrnn Dy xν'07/00 

택티미트 Teklfte 뻐트닝 8B아lO6 현씨(L) 기중ITran Dy 93107/00 

택타이트 Tektlte 베트남 8BαlO7 현시(L) 기중πrnn Dy 앙3107/00 

택타이트 TeklKe 베트닙 8B0008 현씨(니 기증ITran Dy xν'07/00 

텍타이트 TeklKe 베트남 8BαlO9 펀씨(니 기증ITran Dy 93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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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익환기증 

R119-02 

M-437 

82308-109 

채취 (98 . 5) 

채휘 (97 . 5) 

채취 (98.5) 

채취 (97 . 5) 

채취 (98 . 4) 

재취 (98/5) 

전시/보관 

보관 

전시(0) 

보관 

전시(0) 

보관 

보관 

보관(가-1) 

보관 

보관 

보관 

보관 

전시(0) 

보관 

보관 

G2401-101 
채취 (94.1 1) 

때춰 (94 . 5 .4) 

M-177 
송 관선 기층(95.4 . 10) 

송 관선 기종(95 .4 . 10) 

채휘IS-56(94 . 6) 

짧
 
뼈
 뼈 뼈 뼈 뼈 뼈 뼈 爛뼈
 뼈 
빼
 뼈 뼈 뼈 빼 빼 뼈 뼈 
뼈
 뼈 椰뻐
 뼈 뼈 빼 빼 
뻐
 뼈
 째
 때 때 뼈 때 때 
뻐
 뼈 뼈 뼈 뼈 뼈 

영문명 

Granite 
Orbicular Granite 
Porphyritic Granite 
Porphyritic Granite 
Porphyritic Granite 
Porphyritic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Cu-bearing ;Cu 6-7 고흥 동광산 
Granite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Porphyritic Granite 전북 장수 

Granite 경남 언앙군 언양광산 

Porphyritic Granite 전북 장수 

Granite 경남 언앙군 언앙광산 

Granite 강원도 문경 고모치광산 

Granite 강원도 문경 고모치광산 

Feldspar Porphyry 
Feldspar Porphyry 
Granite Porphyry 
Felsite 
Felsite 
Hornblende Porphyry 
Felsite 
Felsite 
Quartz Porphyry 
Quartz porphyry 
Pegmatite Granite 
Pegmatite Granite 
Pegmatite Granite 
Pegmatite 
Pegmatite 
Pegmatite 
Diorite 
Diorite 
Diorite 
Diorite 
Hornblendite 
Hornblendite 

산지 

히말리ot 마카루볼 

경북상주 

충욱 옥천군 청산면 

충욱 옥천군 청산면 

충욱 옥천군 청산면 

강원 흥천군 내혼면 화상대리 

충북옴성 

전북황둥? 

보관 

전시 (0) 

보관 

보관 

전시(P) 

보관 

보관 

보관 

전시(0) 

보관 

보관 

보관 

전시(0) 경욱 문경군 가은면 상내리 

국명 

회강입 

구상화강암 

반상화강암 

반상화강암 

반상화강암 

반상화김암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 

회강암 

반상화강암 

화강암 

반상회강암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 

장석반암 

장석반암 

화강반입 

규장g 

규장암 

각성석 반암 

규장암 

규장암(덴트리이트 함유) 

석엉반암 

석영반암 

거정질 화강암 

거정짙 화강암 

거정질 화강암 

떼그마타이트 

머|그마타이트 

머l그마티이트 

성록암 

성록암 

성흑암 

성록g 

각성석암 

각섬석암 

보관 

보관 

전시(0) 

보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왕리 

충북 종원군 실시면 항산리 

전욱 임일군 관촌면 관혼리 

전욱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경욱경주시 

경남언앙국일광산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강원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원동광산 

전욱 장수군 계욱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충욱단양 

경욱 문경군 농암면 궁기리 고모치광산 

경욱 문경군 농암면 궁기리 고모치광산 

경욱 봉화군 재산면 

경북 연천군 화북면 죽전리 

전남 고흥군 화도면 구암리 

충남 천원군 성남면 석곡리 

경기 앙명군 개조면 석장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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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2-01 

~H휘 (94.5 . 3) 

이강완기중(94 . 8) 

구입 (94.10) 

채휘 (95.1 이 

기증/이현철 (98/5) 

채취 (97 . 5) 

채취 (98/8) 

재휘 (98/8) 

채휘 (98/8) 

채휘 (98/8) 

채휘 (98/8) 

보관 

보판 

보관 

보관 

보관 

보관(가-2) 

보란(가-1) 

보관 

전시(p) 

전시 (P) 

보관 

보관 

보관 

보관(가-2) 

보관(가-2) 

전시 

보관 

전시(P) 

전시 (P) 

전시 

전시(0) 

전시 (0) 

보관 

보관 

전시(P) 

보관 

전시(P) 

전시 (0) 

전시 (0) 

전시 (p) 

전시 (P) 

보관 

1 BAA01 
1BAA02 
1BAA03 
1BAA04 
1BAA05 
1BAA06 
1BAA07 
1BAA08 
1BAA09 
1 BAA10 
1BAAll 
lBAA12 
1BAA13 
1 BAA14 
1BAA15 
1BAA16 
1BAA17 
1 BAA18 
1 BAA19 
1BAC1 
lBC01 
1 BC02 
1B001 
1CA01 
lCAB1 
1CEOl 
lCE02 
1CE03 
1CE04 
1CHOl 
1CH02 
lCH03 
10AOl 

10AA1 
10ABl 
1EAOl 
1EA02 
1 EB01 
1EC01 
1EC02 
1EC03 

경남 양산군 원동면 용당리 

경남 앙산군 원동면 용당리 

전북 부안군 산내면 대항리 

경욱영되 

경북 양산군 원동면 용당리 

경북금릉군 남면 부상동 

경남 양산군 원동 

경북 청송군 조도면 

경북 청송군 조도면 

경북 청송군 조도면 

전욱 고창군 아산면 

경욱 양산군 원동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전북부안군 

경북 청송군 조도면 

태백시 한보탄광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전욱 완주군 임실면 관혼리 

경남 밑앙군 삼랑진읍 용성리 

경남밀앙군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충남 서산군 인 AI 면 차리 

산AI 미상 

경기 앙명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 양명읍 태홍리 

경기도 앙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승학리 

경기도 앙명군 강상면 송회리 

경기도 앙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북 경주군 양북면 승전리 

경북 상주군 모서면 호옴리 

경묵 영일군 흥해읍 질포동 

경남신청군 

경남 함앙군 마천면 

충남 천원군 수산면 신풍리 

제주 북제주군 조전면 북촌리 

제주 경북원성군 감포읍 

제주 북제주군 조천면 묵촌리 

Rhyolite 
Rhyolite 
Rhyolite(Sperulitic) 
Rhyolite 
Rhyolite 
Rhyolite 
Rhyolite 
Rhyolite(Pumiceous) 
Rhyolite 
Rhyolite(국화석) 

Rhyolite(국화석) 

Rhyolite(국화석) 

Rhyolite 
Rhyolite 
Rhyolite 
Rhyolite( 매 화석 ) 
Rhyolite(국화석) 

Rhyolite 
Rhyolite 

Dacite 
Andesite 
Andesite 
Oiorite Porphyry 
Syenite 
Larvikite 
Aplite 
Aplite 
Aplite 
Aplite 

Monzonite 
Monzonite 
Monzonite 
Trachyte 
Orthophyre 
Quartz Trachyte 
Gabbro 
Gabbro 
Diabase 
Basalt 
Basalt 
Basalt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구괴상)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부석질)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유문암 

석영 안산암 

안산암 

안산암 

섬록반암 

섬장암 

라비카이트 

반화강암 

반화강암 

반화강암 (대형) 

반회강암 (대형) 

몬조UOI트(대형) 
몬조나이트(대형) 

몬조UOI트(대형) 

조면암 

장석반입 

석영조면암 

반려암 

반려암 

휘룩암 

현무암 

현무암 

현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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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 Basalt( 1990년 산) 미국 하와이 빅아이랜드 lEC04 보관 이휘원기종(9 1) 

현무암 Basalt( 1990년 산) 미국 하와이 빅아이핸드 lEC05 보관 이휘원기증(9 1) 

현무암질 용암 Basaltic lava 제주 제동목장(표품에 J:H등록 요망) lEC06 전시(Z 1) 김연기기증 

현무암질 용암 Basaltic lava 제주(표품에 재등록 요망) lEC07 전시 (P) 

현무암 Basalte 제주 어승생약 1 EC08 R101-0l 

감람석 및 현무암 Olivine & Basalt 백령도 lEC09 ;;:1 화학실 기증(95.08.1 7) 

현무암 Basalt 경남 힐천군 덕곡면 병매리 힐곡충 lEC10 ÃH취 (98. 4) 

현무암질 용암 Basaltic lava 제주도 1 EC11 김동학기종(98/12) 

휘석 현무암 Augite Basalt 강원 고성군 적왕면 오봉리 lECDl 보관 김윤규기증 

금강석 감립암 Diamondiferous Peridotite lFAOl 보관 M-419 

금강석 감람암 Diamondiferous Peridotite lFA02 보관 M-413 

석류석 및 김림암 Garnet & Olivine 노르웨이 lFA03 From the Ulstein group of companies Ulsteinvik 기종( 

시장암 Anorthite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lFEAl 전시(0) 

시장암 Anorthite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lFEA2 보관 

사장암 Anorthite 경남 하동군 화계리 lFEA3 정원 

진주암 Perlite 경욱 영일군 ;;:1 황면 방산리 llACl 보관 

진주암 Perlite l1AC2 보관 

진주암 Perlite 경북 영일군 지항면 l1AC3 전시(P) 

혹요석 Obsidian 피푸 of뉴기나-1993.4.1 l1AC4 보관(가-1) 강필종기종 

| 혹요석 Obsidian 브라질 l1AC5 보관(가-1) 김지태기종 

E; 혹요석 Obsidian 브라질 l1AC6 보관(가-1) 김지태기증 
μJ 혹요석 Obsidian 파푸아뉴기니아 New Britain Island Kimbe l1AC7 조민조기증 

회산탄 Volcanic bomb 제주한라산 lJBGl 전시(Z 1) 

화신탄 Volcanic bomb 저|주 한라산 lJBG2 전시(Z 1) 

화산탄 Volcanic bomb 제주욱제주군붉은오롬 lJBG3 전시 (Z 1) 

화산탄 Volcanic bomb 제주한라산 lJBG4 전시 (Z 1) R181-01 

분석 Cinder 미국 뉴욕 로처|스터시 lJBG5 보관 941 

응호|암 Tuff 경북 영일 송라면 ;;:1 경동 lJDOOl 보관 

응호|암 Tuff 전남 u주군 완곡면 동수리 1 JD002 보관 

용호|암 Tuff 경욱 영잃 송라면 ;;:1 경동 lJD003 보관 

응회암 Tuff 경욱 월성군 앙욱면 장항리 lJD004 보관 

응회암 Tuff 경남 밀앙군 삼랑진읍 용성리 lJD005 보관 

응호|암 Tuff lJD006 보관 

웅결용호|암 Welded Tuff 경욱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lJD007 보관 

응효|암 Tuff 경욱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 lJD008 보관 

유문암질 응호|암 Rhyolitic Tuff 경욱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 lJD009 전시 (P) 

용호|암 Tuff 룩한백두산 1 JDOl 0 보관 김종수기종 

융호l 암 Tuff 전남 진도군 군내면 도암납석 1 JD011 채취(94.10) 

용호|암 Tuff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광산 lJD012 ÃH휘 (94.10) 

부석 Pumice 필리핀 사마르성 피나투보 화산 lJHOl 보관 조민조기증 

부석 Pumice 필리핀 시마르섬 피나투보 화신 lJH02 보관 조민조기종 



닙석 Pumice lJH03 보관 M-400 
부석 Pumice 북한백투신 lJH04 보관 김종수기종 

부석 Pumice 북한백두산 lJH05 보관 김종수기종 

-닙，서-， Pumice 북한 백두산 천지 천문봉(2744m)-90 .7 .6 lJH06 보관 문용덕기증 

편암 Schist 경기 가명군 설악면 위곡리 21001 전시(R) 

혹운모면암 Biotite Schist 강원 훈성군 사욱면 21711 전시(R) 

북니석 펀암 Chlorite Schist 충욱 흥원군 동앙면 조동리 21901 전시 (R) 

견운모-녹니석 편암 Sericite-Chlorite Schist 충북중원 21902 보관 

견운모-녹니석 면암 Sericite-Chlorite Schist 충북 흥원군 동앙면 21903 전시 (R) 

면암(견운모-북니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2리 21904 채 취 (95.5 . 30) 

운모면암 Mica Schist( Garnet 힘유) 21MOl 보관 M-404 

안구상 편마암 Augen Gneiss 강원 훈성군 동산면 창원리 22001 전시 (R) 

안구상 편마암 Augen Gneiss 히말라m? 22002 보관 

호상편마암 Banded Gneiss 전욱 곡성군 오곡면 힘곡리 22003 보관 

편마암 Gneiss 전욱 남원군 산내면 내형리 22004 보관 

호상펀마암 Banded Gneiss 충남 아산시 옴봉면 신수리 온양채석 22005 보관 채취 (97.5) 

호상면마암 Banded Gneiss 충남 아산시 옴봉면 신수리 온앙채석 22006 보관 채취 (97 . 5) 

호상편마암 Banded Gneiss 충남 아산시 옴봉면 신수리 온앙채석 22007 보관 채취 (97 . 5) 

면미암 Gneiss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온앙채석 22008 보관 채춰 (97.5) 

1 혹운모 면마암 Biotite Gneiss 경기 남앙주읍 화도면 묵현리 22701 전시(R) 

하 혹운모 면마암 Biotite Gneiss 22702 보관 

f 혹운모 면마암 Biotite Gneiss 경기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2703 보관 

혹운모 면마암 Biotite Gneiss 충남 아산시 옴봉면 신수리 온앙채석 22704 보관 채취 (97 . 5) 

혹운모 편마암 Biotite Gneiss 충남 아산시 옴봉면 신수리 온앙채석 22705 보관 채취 (97 . 5) 

반상변정 화강면마암 Porphyroblastic Granite Gne 전욱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3001 전시(R) 

화강편마암 Granitic gness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23002 보관 이현철기종(98/5) 

압쇄암 Mylonite 전묵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28001 전시(R) 

슐레이트 Slate 충청보은 2HOOl 전시(R) 

슬레이트(루라늄 합유) Slate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명리 2H002 M0001-l0l 

슬레이트 Slate 충북 단앙군 되성리 2H003 보관 채취 (95.1 이 

천매암 Phyllite 충북 정원군 문의면 덕유리 21001 보관 

호온웰스 Hornfels 경욱 경주시 황룡동 2QNAl 보관 채취 

대리암 Marble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2ROOl 보관 

대리암 Marble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2R002 전시(R) 

대리암 Marble 전북전주시 2R003 정원 

대리g Marble 전욱전주시 2R004 정원 RM13-103 

대|클로자이트 Eclogite 노르웨이 2Z901 From the Ulstein group of companies Ulsteinvik기증{~ 

에클로자이트 Eclogite 노르웨이 2Z902 보관 From the Ulstein group of companies Ulsteinvik 기증( 
에크로자이트 Ecologite 중국 중부 대멸산 2Z903 오창환기증(98/8/24) 

역 g Conglomerate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370001 보관 

역암 Conglomerate 충욱 영동군 용산면 율리 370002 전시 (Q) 



역암 Conglomerate 경북대구시 370003 보관 RS02-01 

역암 Conglomerate 370004 보관 

역암 Conglomerate 충남부여 370005 보관 

역암 Conglomerate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370006 보관 

역암 Conglomerate 경욱경산 370007 보판 RS02-01 

역암 Conglomerate 경욱 봉화군 재산면 묘골(동화치충) 370008 정원 ?양，+ 
역암 Conglomerate 충북단앙 370009 정원 

변성역암 Meta-Conglomerate 전욱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부근 370010 정원 

역암 Conglomerate 충남보령 370011 채 취 (94.6.26) 

역입 Conglomerate 경묵 의성군 안평면 370012 손진담 기증 Conglomerate 내에 Jasper(94 .7 .20) 

밀스톤 Millstone 37GOl 보관 M-432 

각헐암 8reccia 경욱 문경군 가은읍 전곡리 38001 전시(Q) 

관입 각력암 Intrusive 8reccia 경욱 영천군 신령면 연정동 38002 보관 

사암 Sandstone 전남화순 3D001 보관 

역질시암 Conglomeratic Sandstone 충욱 군위군 소보면 도산동 3D002 보관 

사암 Sandstone 경북 문경군 문경읍 봉명 탄광 3D003 전시(Q) 

시암 Sandstone 경북 문경군 문경읍 봉명 탄광 3D004 전시 (Q) 

박성 사암 Flagstone 3D005 보관 M-426 

시암 Sandstone( 벽 롤용) 3D006 보관 M-429 
1 시암 Sandstone 경욱 선산면 해명면 도보글 3D007 보관 
』‘
a 시암 Sandstone 경욱 군위군 소보면 송원동 3D008 보관 

?시암 Sandstone 충남보령 3D009 xH 춰 (94.6.26) 

사암 Sandstone 태백시 합태탄광 3D010 보관 채취 (95 . 10) 

사암(핑크) Sandstone 정선군고한읍도사곡충 3D011 보관 채취 (95.10) 

시암(담녹색) Sandstone 정선군고한움도사곡충 3D012 보관 채취 (95 . 1 이 

사암 Sandstone 경묵 문경 마성면 삼창탄광 3D013 보관 채취 (95.10) 

시암 Sandstone c나~~ !'f.그 「:x-; 3D014 채취 (98.5) 

사암 Sandstone(족혼화석 포함) 경남 힐천군 용주면 월평동 3D015 채취 (98 . 4) 

석영사암 Quartzose Sandstone 경북 문경군 가은읍 성저리 3D801 보관 

장석사암 Feldspar Sandstone 전남 여수시 볼계리 3D901 전시(Q) 

이코즈시암 Arkosic Sandstone 경욱 볼화군 명효면 고개리 3D801 보관 

경사암 Greywacke 충남 대천시 성주산 3DD01 보관 

경사암 Greywacke 3DD02 보관 

경사암 Greywacke 충남 대천시 성주산 3DD03 전시(Q) 

녹호|색 싫트질암 Greenish gray Siltslone 경욱 의성군 볼양면 도리원 3L001 전시(Q) 

자색 실트질암 Purpple Siltstone 경북 의성군 볼양면 도리원 3L002 보관 

규조니암 Diatomaceous Mudstone 경묵월성군감포읍 3S001 보관 한국 규조토광산 보관 

규조니암 Dialomaceous Mudstone 경북 엉일군 흥해읍 달전리 대왕 영일광업소 3S002 S-21 채취 (92.6) 

충상셔|일 8anded Shale 전남해남 3T001 보관 

셰일 81ack Shale 경욱 문경군 마성면 하내리 3T002 전시(Q) 

셔l 잃 Shale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3T003 보관 R189-01 



명안계 전시 전시(Q) 

보관 

보관 M-403 
채 취 (94.6 . 26) 

S-35 채휘 (92.5) 

S-30 채휘 (92 . 6) 

채취 (95.10) 

기종/이현철 

김종수기층 

M-414 
엉경용기종(93 . 7) 

엄경용기종(94.5) 

엄경용기종(94.5) 

엄경용기종(94.5) 

구입 (96 . 9) 

구입 

구입 

구입 

구입 

구입(96. 11) 
구입(96 . 11) 

M-396 
M-440 
M-435 
M-416 

S-41 
채취 (94.1이 

채취 (95 . 10이 ) 

t채H취 (애95.10) 

채취 (95.10) 

M-397 
M-409 

2ROO 
M-418 

보관 

보관 

보관 

보관 

전 AI(C) 

보관 

보관 

보관 

전시(Q) 

전시 (Q) 

보판 

보관 

보관 

보판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전시(Q) 

정원 

보관 

충남보령 

경북 정혼시 대성탄좌 

경북문경군 가은읍 

정선군고한읍 

경욱 청송군 진보면 

미국콜로라도주 

인도네시아 Sukabumi 
인도네시 아 Sukabumi 
인도네시아 Sukabumi 
인도네시아 Sukabumi 
영국( Carboniferous) 
충욱단앙 

충북단앙 

충욱단앙 

경북 올진군 석류굴 

충욱단앙 

충욱단앙 

충북 제천군 수산면 

충북단앙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급계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성우실업 파천광산 

전묵 장수군 동향면 전원대리석광산 

충북 단앙군 단성면 

충욱 단앙군 되성리 

충묵 단앙군 덕성리 백석광업소 

RS07-01 

관
 관
 
관
 
관
 관
 관
 

보
 
보
 
보
 
보
 
보
 
보
 

3T004 
3T005 
3T006 
3T007 
3T008 
3T009 
3T010 
3T010 
3TS01 
3TT01 
410G1 
410G2 
410G3 
410G4 
410G5 
41101 
41102 
41103 
41104 
41105 
41106 
42001 
42002 
42003 
42004 
42005 
42006 
42007 
42008 
42009 
42010 
42011 
42012 
42013 
42061 
42G01 
43101 
43102 
43103 
43104 
49001 

경북 문경 진남교 

경북 문경군 문경읍 봉명탄광 

충북 중원군 살미면 향산리 

충북충주시 용탄동 

강원영월군 

강원 정선군 

Shale 
Shale 
Shale( 벽둘용) 

Shale 
Carbonaceous Shale 
Black Shale 
Black Shale 
Shale(reddish) 
Oil Shale 
Carbonaceous Shale 
Septarian nodule 
Septarian nodule 
Seplarian nodule 
Septarian nodule 
Coal ball 
Stalaclite 
Stalactite 
Stalactite 
Stalactile 
Stalactite 
Stalactite 
Limestone 
Limestone 
Li mestone 
Limestone(시맨트용) 

Limestone 
Li mestone(입 상)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rystalline Limestone 
Coral Limestone 
Dolomitic Limestone 
Dolomite 
Dolomite 
Dolomite 
Dolomite 
Whetslone 

셰일 

셰일 

셰일 

셰윌 

탄질셰일 

혹색셰일 

혹색셰일 

셰일 

오일셰일 

탄질셰일 

셉타리 Of단괴 

셉타리아단괴 

셉타리아단괴 

셉타리 of단괴 

코율몰 

종유석 

증유석 

증유석 

종유석 

종유석 

중유석 

석호|암 

석호l 암 

석회암 

석호|암 

석호|암 

석회암 

석회암 

결정질 석호l 암 

결정질 석호|암 

석회암 

결정질 석호|암 

석회암 

석호|암 

신호석호|암 

롤로마이트 석호|암 

둘로마이트 

롤로마이트 

돌로마이트 

둘로마이트 

연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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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국명 엉문명 산지 시대 지흥 화석명 비고 전시/보관 수집잃자 

Cdl-001 강장동물 Coral Cenozoic Plocophyllia Flavellata Reuss J-3 

CO-OOl 완족류 Brachiopoda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Terebratalia SP . J-3 

CO-002 왼족룸 Brachiopoda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Terebratalia Gouldi (Dall) L 

CO-003 완족류 Brachio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Terebratalia Coreanica (Adams snd Reeve) L 

Ch-OOl 복족훔.부족륙 경주보문 신생대 Miocene 천북역암 Gastropoda sp ,Pelecypoda sp. 
Ch-002 복족류，부족류 경주보문 신생대 Miocene 천룩역암 Mollusca 
Chl-00l 부족륙 PelecYPoda Tertiary J-3 

Chl-002 부족휴 Pelecypoda Tertiary J-3 

Chl-003 부족륙 Pelecypoda Tertiary Obster(굴) J-3 

Chl-004 부족류 Pelecypoda Tertiary Pecten J-3 

Chl-005 부족휴 Pelecypoda 경남 올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Anadara (Scapharca) L 

Chl-006 부족류 Pelecypoda 경남 올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Anadara (Scapharca) L 

Chl-007 부족휴 Pelecypoda 경남 올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Anadara (Scapharca) L 

Chl-008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Meoacardita Coreensis (Deshayes) L 

Chl-009 부족륙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Pecten Chlamys(S.S) Erythrocomatus (Dall) L 

Chl-0l0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층 Chlamys(S.S) Nipponensis Kuroda L 

Chl-011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Pecten L 

Chl-012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층 Pecten L 

Chl-013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충 Pecten L 

Chl-014 부족휴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Glycymeris(S.S) Rotunda (dunker) L 

Chl-015 부족륨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Glycymeris(S .S) Rotunda (Dunker) L 

Chl-016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Glycymeris(S .S) Rotunda (Dunker) L 

I Chl-017 부족류 Pelecypoda 저|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Dosinia(Phacosoma) Japonica(Reeve) L 

g ctn-018 부족류 Pelecypoda 저|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Doslnia (Phacosoma) Japonica(Reeve) L 

>-' Chl-019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Mizuhopecten Tokyoensis Hokurikuensis(Akiyama) L 

I Chl-020 부족류 Pelecypoda 경북경주시 보문 Tertiary Miocene 학전흥 Pecten L 

Chl-021 부족륙 Pelecypoda 경북경주시 보운 Tertiary Miocene 회전흥 Pecten L 

Chl-022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Anadara Kiensis Mijun。 L 

Chl-023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Paphia Amabilis(Philip j) L 

Chl-024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 Paphia Amabilis (Philipi) L 

Chl-025 부족류 Pelecypoda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Paphia Amabilis (Philip j) L 

Chl-026 부족류 Pelecypoda 경남 울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Crassostrea Gravitesta Eoilensis (Klm , Noda and Y。 L 

Chl-027 부족휴(올회석) 경주상막끓 신생대 Miocene 회전흥 

Chl-028 부족륙(굴회석) 경주싱막끓 신생대 Miocene 회전흥 Pelecypoda sp 

Chl-029 부족휴(굴회석) 경주십막끓 신생대 Miocene 확정흥 Pelecypoda sp 

Chl-030 부족휴 Pelecypoda 경주보문 신생대 Miocene 천북역암 pelecYPoda sp. 

Chl-031 부족륙 Pelecypoda 경주보문 신생대 Miocene 천복역암 pelecypoda sp. 

Chl-032 부족류 Pelecypoda 경주상막끓 신생대 Miocene 회전흥 Pelecypoda sp. 

Chl-033 부족류 Pelecypoda 포항연화재 신생대 Miocene 두호흥 Solen sp. 
Chl-034 부쪽류 Pelecypoda 
Chl-035 부족휴 Pelecypoda 
Chl-036 부족휴 Pelecypoda 힐북길주군금슐리 충신세 Anadara 97/09 구입 

Chl-037 부족류 PelecYPoda 힘혁회성군부회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l-038 부족류 Pelecypoda 항북길주군금승리 충신세 Anadara 97/09 구입 

Chl-039 부족휴 PelecYPoda 힘룩길주군금승리 중신세 Anadara 97/09 구입 

Chl-040 부족류 PelecYPoda 힐확길주군금승리 충신세 Anadara 97/09 구입 

Chl-041 부족류 PelecYPoda 힘쭉길주군 핑륜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l-042 부족류 PelecYPoda 힐북길주군명롤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43 부족휴 Pelecypoda 항북회성군부회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44 부족륙 Pelecypoda 항룩길주군명롤리 충신세 Anadara 97/09 구입 

Ch1-045 부족류 Pelecypoda 항북회성군부회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46 부족류 Pelecypoda 힘록화성군부회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47 부족류 Pelecypoda 횡록 회성군부회리 중신세 Anadara 97/09 구입 

Ch1-048 부족류 Pelecypoda 항북회성군부회리 신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49 부족류 Pelecypoda 항북호}성군부회리 충신세 Anadara 97/09 구입 

Ch1-050 부족휴 Pelecypoda 힘북길주군명롤리 구저13JI Anadara 97/09 구입 

Ch1-051 부족륙 Pelecypoda 횡욱힘성군부회리 신지13기 Anadara 97/09 구입 

Ch1-052 부족류 Pelecypoda 힐욱화성군하월리 신치13기 Dosinia sp. 97/09 구입 

Ch1-053 부족류 Pelecypoda 힘북 명천군고g리 중신세 Dosinia sp 97/09 구입 

Ch1-054 부족류 Pelecypoda 힘록길주군금슐리 중신세 Dosinla sp. 97/09 구입 

Ch1-055 부족류 Pelecypoda 힘목길주군명륙리 종신세 Dosinia sp. 97/09 구입 

Ch1-056 부족류 Pelecypoda 힐북화성군부회리 신저13기 Pecten sp 97/09 구입 

Ch1-057 부족류 Pelecypoda 항북 길주군명륙리 신저13기 Pecten sp. 97/09 구입 

Ch1-058 부족류 Pelecypoda 힘북회성군히윌리 신저13JI Solen sp. 97/09 구입 

Ch2-001 목족휴 Gastropoda 저|추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Turritela(Neohaustaor) Saishuensis (Yokoyama) J-3 

Ch2-002 복족류 Gastropoda 저l주도 서귀포AI Tertiary 서귀포흥 Striodentalium Rhabdotum (Pilsbry) J-3 

Ch2-003 복족휴 Gastropoda Tertiary J-3 

Ch2-004 복족류 Gastropoda Tertiary J-3 

Ch2-005 목족휴 Gastropoda 경남 옳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Vicarya Callosajaponica (Yabe and Hatai) L 

Ch2-006 목족륙 Gastropoda 경남 율주군 김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Vicarya Callosajaponica(Yabe and Hatai) L 

Ch2-007 목족휴 Gastropoda 경남 올주군 강동면 신현동 Tertiary 신현흥 Vicarya callosajaponica(Yabe and Hatai) L 

~ Ch2-008 복족류 Gastropoda 경북 엉잃군 흥해옵 용한동 Tertiary Miocene 투호흥 Neptunea Arthritica (Bernardi) L 

。") Ch2-009 복족류 Gastropoda 저|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Calliostoma SP L 

? ch2-010 복족류 Gastropoda Upper Tertiary Aporrhais Pespelicani Phill J-3 

Ch2-011 목족류 Gastropoda 항북 호}성군 항진리 신저13기 Vicaria sp 97/09 구입 

Ci3-006 곤충회석 이닮리아 Miocene Insecta.Odonata 구입/Lloyd 96/09 

Cj1-001 극m동물(성게류) Lower Tertiary Echinolampas Kleini (Goldf) J-3 

Cj1 -002 극m동올(성게류) 포항연화재 신생대 Miocene 두호흥 Echinoidea sp. 

Cj1-003 극m동물(성게회석) Maritania 구입 94.6.15 

Cm1-001 척추동물(어휴회석) Cenozoic Fish J-3 

Cm1-002 척추동물(상어 이휠) Cenozoic J-3 

Cm1-003 척추동물(어훔화석) Tertiary Dapalis Macrurus 이당훌 J-3 

Cm1-004 척추동물(어류회석) Tertiary Knigtia Ocena 김문엉 J-3 

Cm1-005 획추동물(어류회석) Upper Tertiary Smerdis SP J-3 

Cm1-006 척추동물(어류회석) 경룩 채취 94.8 

Cm1-007 척추동올(어류회석) 

Cm1-008 척추동물(상어이옐) Chondrichthyes 미국 California Miocene Selachii. Isurudae 구입/Amethyst 96/10/08 

Cm1-009 척추동물(어룩) Vertebrata(fish) 미국유타주 신생대? Kniohtria 97/10 구입 A-12 

Cm5-001 척추동옳(고래 뼈) Cenozoic Whale bone J-4 

Cm5-002 척추동물(고래 뼈) Cenozoic Whale bone J-4 

Cm5-003 척추동물 뼈(고래뼈) 포항금광동 신생대 Miocene 금굉동셰월 Bone 

Co-001 혼적화석 Trace foss ...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Warm burrow L 

Co-002 혼척화석 Trace foss .. . 제주도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Warm burrow L 

Co-003 혼적회석 Trace foss 저|주도 서귀포시 Tertiary 서귀포흥 Warm burrow L 

Co-004 혼척회석 Trace foss ... Cenozoic Warm burrow L 

Cs-001 m자식물 포항금광동 신생대 Miocene 금광동셰잃 

Cs1-001 기래나무과 Juglandac . .. 경록포항시 금광동 Tertiary Miocene 금광동 쳐|잃 Juglans S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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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equoia Sp. 
Sequoia chinensis(Endo)Wang and Li 
Sequoia chinensis(Endo)Wang and Li 
Taxodium distich miocenicum Heer 
Metasequoia ap. 97/09 구 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Metasequoia ap . 97/09 구입 
Metasequoia ap. 97/09 구입 
Sequoia sp 97/09 구입 
Sequoia sp. 97/09 구입 
Sequoia sp. 97/09 구입 
Quercus Sp.cf. Castanea miomoliissima Hu and Chaney 
Quercus Sp. 
Quercus Sp . 
Quercus zelierei Colani 
Quercus Sp .cf. Castanea miomoliissima Hu and Chaney 
Quercus sp 
Quercus sp . 
Quercus sp 
Quercus sp 
Quercus sp. 
Quercus sp . 
Quercus sp 
Quercus sp 
Saiix Sp 
Saiix Sp. 
Salix varians GoPp. 
Salicacea sp 
Salix sp . 
Carpinus Sp. 
Carpinus Sp . 
Betula Sp . 
Carpinus Sp. 
Betura sp . 
Betura sp. 
Betura sp . 
Acer subpictum saporta 
Acer miofranchetii Hu and chaney 
Acer miofranchetii Hu and chaney 
Acer subpictum sp. 
Magnoiia miocenica Hu and chaney 
Magnoiia miocenica Hu and chaney 
Zeikova ungeri korats 

채취 

채취 

체휘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금광동셰일 

금광동 셔|잃 

금광동쳐l앓 

미상 

금굉동셰잃 

북핑흥 

금광동셰일 

금광동셰월 

금광동셔l잃 

금광동 쳐|월 

금광동셰윌 

금광동쳐|잃 

금광동쳐l월 

금광동셰잃 

미상 

금광동셰월 

금굉동셰잃 

금광동셰잃 

금광동셰일 

금광동셰월 

금광동쳐|월 

두호흥 

두호흥 

학전흥 

금광동셰일 

금광동쳐|월 

금광동셰잃흥 

Tertiary Miocene 
Tertiary Miocene 
Tertiary Miocene 
Lower Tertiary 
고저13기 

신저13기 

신저13기 

신저13JI 

저13기 

고지13기 

신자13기 

신저13기 

신 저13기 

신재13기 

신저13기 

신저13기 

신저13기 

Tertiary Miocene 
Cenozoic 
Cenozoic 
Cenozoic 
Cenozoic 
신생대 Miocene 
신생대 Miocene 
신생대 Miocene 
금광동셰잃흥 

금광동셰일흥 

금광동쳐|잃흥 

신저13기 

신저13기 

Tertiary Miocene 
Tertiary Miocene 
Lower tertiary 
신생대 Miocene 
신저13기 

Cenozoic 
Cenozoic 
Cenozoic 
Cenozoic 
신제3기 

신저13기 

신재13기 

Cenozoic 
Cenozoic 
Tertiary 
신생대 Miocene 
Cenozoic 
Cenozoic 
Cenozoic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미상 

힘북어랑군 

항북힐성군 항진리 

힘북새멸군하면구 

횡륙길주군홍수리 

힘욱힘성군항진리 

항북어링군 

항북회성군항진리 

힘욱화성군항진리 

항쭉길주군홍수리 

함묵명천군 

힘묵새멸군 

힐북새멸군 

횡북새뿔군 

경북포항시 금광동 

북g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포항금광동 

포항금광동 

포항금광동 

경북포항시 

경북포항시 

경북포항시 

강원도 전내군 

힐묵회성군 힐진리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묵포항시 금광동 

미상 

포항금광동 

항북새얼군하면구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욱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힐력길주군남앙리 

힐확화성군항진리 

항복화성군힘진리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학산동 

경북포항시 확산동 

경주삼막끓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Taxodiaceae ... 
Taxodiaceae . . 
Taxodiaceae ... 
Taxodiaceae ..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T axodiaceae 
Taxodiaceae 
Taxodiaceae 
Fagacea 
Fagacea.‘ . 
Fagacea .. 
Fagacea. 
Fagacea . ‘ 

Fagacea .. . 
Fagacea ‘ 

Fagacea 

Fagacea 
Fagacea 
Salicacea 
Saiicacea .. . 

Salicacea ‘ 

Salicace .. . 
Salicacea 
Betulacea .. ’ 
Betulacea .. . 
Betulacea .. . 
Betulacea .. . 
Betuiaceae 
Betulaceae 
Betulaceae 
Aceraceae . . . 
Aceraceae .. . 
Aceraceae 
Aceracea . .. 
Magnoliaceae 
Magnoliaceae 
Ulmaceae 

낙우승과 

낙무숭과 

낙우승과 

낙우승과 

낙우슐과 

낙우슐과 

낙무송과 

낙무승괴 

낙루술과 

낙루숭괴 

낙우승과 

낙우승과 

낙우승괴 

낙무승과 

낙무승괴 

낙우승과 

낙루숭괴 

너도암니무과 

너도밤나무과 

너도밤니무과 

너도밤U무과 

너도밤니무과 

너도망니무과 

너도밤나무과 

너도밤니무과 

너도밤나무과 

너도밤니무괴 

너도밤니무괴 

너도밤나무과 

너도밤나무과 

버드나무과 

버드나무괴 

버드나무과 

버드나무괴 

버드나무과 

자작나무과 

자작니무과 

자작나무과 

자작나무과 

자칙나무과 

자작나무괴 

자작나무과 

단용나무괴 

딘풍나무괴 

딘풍나무괴 

단풍나무괴 

목련과 

목련과 

느릅니무괴 

Cs2-001 
Cs2-002 
Cs2-003 
Cs2-004 
Cs2-005 
Cs2-006 
Cs2-007 
Cs2-008 
Cs2-009 
Cs2-010 
Cs2-011 
Cs2-012 
Cs2-013 
Cs2-014 
Cs2-015 
Cs2-016 
Cs2-017 
Cs3-001 
Cs3-002 
Cs3-003 
Cs3-004 
Cs3-005 
Cs3-006 

I Cs3-007 a cs3408 

? Cs3409 
Cs3-010 
Cs3-011 
Cs3-012 
Cs3-013 
Cs4-001 
Cs4-002 
Cs4-003 
Cs4-004 
Cs4-005 
Cs5-001 
Cs5-002 
Cs5-003 
Cs5-004 
Cs5-005 
Cs5-006 
Cs5-007 
Cs6-001 
Cs6-002 
Cs6-003 
Cs6-004 
Cs7-001 
Cs7-002 
Cs8-001 



Cs8-002 
Cs8-003 
Mb-001 
Md1-001 
Md1-002 
Mh1-001 
Mh1-002 
Mh1-003 
Mh1 - 004 
Mh1-005 
Mh1-006 
Mh1 - 007 
Mh1-008 
Mh1-009 
Mh1-010 
Mh1-011 
Mh1-012 
Mh1-013 
Mh1-014 
Mh1-015 
Mh1-016 
Mh1-017 
Mh1-018 

I Mh1-019 ...... 
σ) Mh1-020 

f Mh1421 
Mh1-022 
Mh2-001 
Mh2-002 
Mh2-003 
Mh2-004 
Mh2- 005 
Mh2-006 
Mh2-007 
Mh2-008 
Mh3-001 
Mh3-002 
Mh3-003 
Mh3-004 
Mh3-005 
Mh3-006 
Mh3-007 
Mh3-008 
Mh3-009 
Mh3-010 
Mh3-011 
Mh3-012 
Mh3-013 
Mh3-014 

느릅니무과 

느를나무과 

해면동울 

산호류 

산호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1=I,3S. 2 
~~TT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류 

부족튜 

부족륙 

부족류 

부족류 

부족룸 

부족류 

부족륙 

부족륙 

부족류 

복족류 

복족류 

복족류 

톡족류 

복족류 

복족류 

복족휴 

복족륙 

두족류 

두족류 

두족류 

두족류 

두족류 

두족류 

두족륙 

투족류 

두족류 

두족류 

두족휴 

두족류 

두족류 

두족류 

Ulmaceae 
Ulmaceae 

Porifera 
Coral 
Coral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pelecy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Gastr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lopoda 
Cephalopoda 
Ceph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횡묵새월군하면구 

항북명천군 

경남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 

충남 보령군 미신면 도회담 

경기김포군윌곳댄고ot리원 

충남 보령군 미신면 도회당 

경남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 

경남 진양군 니동면 유수리 

경남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 

경낭 진앙군 니동면 유수리 

경남 진양군 니동면 유수리 

경남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 

경남 진앙군 니동면 류수리 

경남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 

영국 Humberside 
힘북회성군부회리 

명앙시 시동구역 슐신동 

황해북도평산군룡궁리 

황해북도영산군룡궁리 

황해쭉도영산군룡궁리 

경남 진주 유수리 하산동흥 

경남 진앙군 나동댄 유수리 

경쭉 월성 서면 건전리 

경남 진양군 나동댄 유수리 

경북월성서면문대 

경북경산하앙안촌 

경북 월성 서면 문대 

경록 엉천 북안유상 

경북경산 하앙 안혼 

퍼|루 

신저13기 

신저13기 

Upper Cretaceous 
Upper Jurassic 
Mesozoic 
Upp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Jurassic 
Upper Cretaceous 
Upper Cretaceous 
Jurassic 
Triassic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Jurassic 
빽악기 

백악기 ? 
빽악기 

백악기 

백악기 

Lower Cretaceous 
Upper Cretaceous 
Lower Cretaceous 
Upper Cretaceous 
상부빽악기 

상부빽악기 

상부빽악기 

상부빽악기 

Middle 트리이 이스기 
중생대 

중생대 

중생대 

중생대 

하부쥬라기 

하부백악기 

상부백악기 

히부쥬라기 

하부쥬라기 

Middle 쥬라기 
상부백악기 

상부백악기 

중생대 

하산동흥 

이미산흥 

룡진흥 

of미산흥 

하산동흥 

히산동흥 

하산동흥 

하산동흥 

하산동흥 

하산동흥 

하산동흥 

히산동층 

하산동충 

건천리흥 

히산동흥 

건천리흥 

건천리층 

건천리흥 

건천리흥 

건천리충 

Zelkova sp . 
Zelkova sp . 
Stelliispongia grandis (Goldt) 
Thecosmilia Trichotoma (Goldf) 
Scleractinian Coral 
Siphonia Tulipa V.Zittel 
Nagdongia Soni(?) 
Magaritifera SP ‘ 

Macraster Cortestudinarium (Goldf) 
Inoceramus(Volviceramus) lamarcki Park 
Cyrena SP. 
Magaritifera SP. 
Trigonioides jahoi Yang 
Trigonioides jahoi Yang 
Trigonioides jahoi Yang 
Trigonioides jahoi Yang 
Triconioides jahoi Yang 
Triconioides jahoi Yang 
Triconioides jahoi Yang 
Triconioides jahoi Yanc 
Lucinina. Cardiidae 
Anadara 
Pecten sp . 
Trigonioides sp . 
Trigonioides sp. 
Trigonioides sp. 

Brotiopsis SP. 
Trigonioideskodairai (Kobayashi and Suzuki) 

Thiara Tateiwa Acuticostata (Suzuki) 
Thiara Tateiwa Acuticostata (Suzuki) 
Thiara Tateiwa Acuticostata (Suzuki) 
Thiara Tateiwa Acuticostata (Suzuki) 
Thiara Tateiwa Acuticostata(Suzuki) 
Ceratites Nodosus(Brug) V.Schloth 
Ammonoid 
Ammonoid 
Ammonoid 

Psiloceras Planorbis Sow 
Nautilus Boucharianus D‘。rb
Turrilites Costatus Lam . (cast) 
Passaloteuthls Paxillousus (V.Schl) 
Passaloteuthis Paxillousus (V .Schl) 
Hecticoceras (Lunuloceras) Hectium Rein 
Belemnitella Mucronata V.Schloth 
Belemnitella Mucronata V.Schloth 
Belemnite 

97/09 구입 
97/09 구입 

구입/Lloyd 

97/09 구입 
97/09 구입 
97109 구입 
97109 구입 
97/09 구입 
기종/김태완 

장서봉，김준회 

장g남 

J-4 
J-2 
J-2 
J-2 
J-2 
J-2 
J-2 
J-2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J-2 
J-2 
J-2 
J-2 
J-2 
J-2 
J-2 
J-2 
J-2 
J-2 
J-2 
J-2 
J-2 
J-2 

96/09 

98/07 



96/09 
96/10/08 

94.6.15 
94.6 .15 
94 .6.15 
94.6 .15 

A-1 
A-2 
A-3 
L 

구입/Lloyd 

구입/Amethyst 

97/10 구입 
97/10 구입 
97/10 구입 

전 희g 기종 

전 흥jgj 기종 

전 회엉 기종 

전 희영 기충 

Belemnoidea. Belemnitidae 
Cephalopods. Ammonoidea 
Ammonite 
Ammonite 
대형Am monite .Orthoceras 
Yanjiestheria SP. 진주흥 

Jurassic 
Cretaceous 
충생대 

충생대 

종생대 

히부빽악기 

영 국 Glocestershire 
미국 Momtana 
모로코 

모로코 

모로코 

경남진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Cephalopoda 
Athropoda 
Estherites sp. 
Estherites sp. 
Esthetrites sp . 
Estherites sp ‘ 

94 .7 

J-2 
J-2 
L 
L 

엄경용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6. 7. 29 

98/06 

96/09 
96/09 
96/09 

95 .6 .1 5 
95.6 .15 
95 .6 .15 
95.6.15 
94 .6.15 
95 .10 

J-2 
J-2 
J-5 

L 
기충(중국지조소징)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97/09 구입 
장흩과기대기충 

J-5 

lL 

lL 

lL 

lL 

lL 

lL 

|
」
l
」

l
」

구입/Lloyd 

구입/Lloyd 

구입/Lloyd 

휘
 
휘
 
휘
 
휘
 
휘
 

채
 
채
 
체
 
채
 
채
 

97/09 구입 
Neocalamites sp. 
Neocaramites sp 
Clathropterls meniscoides Brongniast 
Cladophlebis haiburnensis(L and H)Brongniast 
Cladophlebis(T。이tes)scansiensis P’an 

Penaeus Meyerl Opp 
Acanthockirus Longines Onnel 
Insect 
lnsect 
귀뚜리미화석 

lnsecta 
lnsecta 
Insecta 
Insecta 
Echnoid 
Osteichthys 
Clupelformis 
Osteichys 
Lycoptera davidi(Sauvage) 
Lycoptera sp ‘ 

Lycoptera sp . 
Lycoptera sp . 
Lycoptera sp . 
Lycopteria davidi 
Mesosaurus SP. Brasiliensls Mcgregor 
lchtyopterygia. lchtyosauria 
lchtyopterygia. Ichtyosauria 
Sauropterygia. Plesiosauria 
Neocalamites carrerei(zeiller)Halle 
Neocalamites carrerei(zeiller)Halle 
Neocalamites hoerensis(schimper)Halle 
Neocalamites hoerensis(schimper)Halle 

Ctenis chinensis Hsu 
Epuisetites Sp . 

of미신흥 

of미신흥 

이미산흥 

묘곡흥 

묘곡홍 

보립흥 

현천리흥 

백온사흥 

빽훈사흥 

빽운사흥 

백온사흥 

빽운사용 

보링흥 

01미산흥 

아미산흥 

0101 산흥 

진주흥 

0101 산흥 

상부쥬라기 

충생대 

트라이 of스기 

하부빽악기 

쥬라기 

쥬라기 

쥬라기 

츄리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중생대 빽악기 

쥬라기 

쥬라기 

쥬라기 

쥬라기 

충생대 백악기 

중생대 

Jurassic 
Lower Jurassic 
Lower Jurassic 
Triassic 
Triassic 
Jurassic 
Jurassic 
모를 

Triassic 

충남 보형군 대천몹 회신리 

경남진주시 

경남진주시 

자강도 자성군신풍리 

핑묵신의주시 

영복신의주시 

핑북신의주시 

Insect 
Insect 
lnsect 
곤충회석 

곤충회혀 

곤충회석 

곤흥회석 

충생대 

쥬라기 

모톰 

Triassic 
Trlassic 

충남 보형군 미신면 풍계리 

충남 보형군 미신면 풍계리 

중국 lingyuan County. lia 
핑쭉신의주시 

명북신의주시 빽토리 

명확신의주시 

지강도 초산군 

충국 lingyuan County . lia 

투족륙 

두족휴 

두족륙 

두족륙 

두족휴 

짙족류 

갑각홈 

갑각휴 

갑각휴 

갑각륙 

짙족륙(연갑강) 

젊족류(갯가제) 

곤총회여 

곤충화석 

곤충회석 

곤충회석 

곤충회석 

곤충회석 

곤충화석 

극m동물(성게) 

어류화석 

어륙화석 

어류회석 

어류회석 

어휴회석 Fish 
어휴회석 Fish 
어휴회석 Fish 
어휴회석 Fish 
어룩회석 Fish 
어 룡 Mesosaurus 
어룡 Ichthyosaurus 영국 

어 룡 독일 Holzmade 
어룡 영국 Dorset 
속새류 EQuisetales 충남 보령군 미산면 풍계리 

속새휴 EQuisetales 흥낭 보형군 대천율 화산리 

속새류 EQuisetales 경룩 붕회군 재산면 묘꿀 

속새휴 EQuisetales 경록 를회군 재산면 묘올 

속새류 EQuisetales 경룩 문경군 마성면 신현리 

속새륙 EQuisetales 충북 딘앙군 적성면 외도리 

속새휴 Neocalamites sp . 충남 보형시 
속새휴 Neocalamites sp . 충남 보형시 
속새휴 Neocalamites sp . 충낭 보형시 
속새륙 Neocalamites sp. 충남 보형시 
속새휴 Neocalamites sp . 충남 보령시 
속새륙훌기 ， 마디부분 문경，히내리흥 채휘 

속뻐류 EQuisetales 지강도 초산군 장흥리 

앙ÃI휴 F1I1cales 경북 룬경군 마성면 신현리 

앙치휴 Filicales 충남 보형군 미산면 풍계리 

앙치륙 Filicales 충남 보형군 미신댄 풍계리 

Fish 
Fish 
Fish 

Mh3-016 
Mh3-017 
Mh3-018 
Mh3-019 
Mh3-020 
Mi-001 
Mil-001 
Mil-002 
Mi1-003 
Mi1-004 
Mi2-001 
Mi2-002 
Mi3-001 
Mi3-002 
Mi3-003 
Mi3-004 
Mi3-005 
Mi3-006 
Mi3-007 
Mj1-001 
Mm1-001 
Mm1-002 
Mm1-003 

I Mm1-004 
g Mrn1-OO5 
띠 Mm1-006 

Mm1-007 
Mm1-008 
Mm1-009 
Mm3-001 
Mm3-002 
Mm3-003 
Mm3-004 
MQ4-001 
MQ4-002 
MQ4-003 
MQ4-004 
MQ4-005 
MQ4-006 
MQ4-007 
MQ4-008 
MQ4-009 
MQ4-010 
MQ4-011 
MQ4-012 
MQ4-013 
MQ5-001 
MQ5-002 
MQ5-003 



CJ 

cJ 

IJ 

cJ 

IJ 

IJ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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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u 

nu 

nu 

nU 

nu 

nu 

”U 

nU 

nU 

6 
6 
6 
6 
6 
6 
6 
j 

j 

j 

] 

J 
j 

j 

j 

j 

j 

j 

j 

j 

j 

j 

j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lL 

lL 

lL 

lL 

lL 

’
」

L 
L 
L 
L 
J-2 
J-2 
J-2 
J-2 

L 
L 
L 
L 
L 
J-2 

채껴 

채취 

채휘 

채휘 

채휘 

체휘 

채휘 

전희g 기종 

전희엉기종 

전희영기종 

전희영기종 

전희영기충 

Dictyophylum nathorstii Zeiller 
C1adophlebis tenue Oishi and Huzioka 
Cladophlebis ooeppertianus(Munster)Krasser 
Cladophlebis nebbensis Nathorst 
Coniopteris SP . 
Coniopteris SP. 
Adiontites seward Yabe 
Cladophlebis Sp . 
Onychiopsis elonoata(Geyler)Yokotama 
Onychiopsis elonoata(Geyler)Yokoyama 
Cladophlebis shansiensis Sze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Onychiopsis elooata(Geyler)Yokoyama 
Cladophlebis asiatica Chow and Yeh 

Cladophlebis asiatica 
Cladophlebis denticulata(Brononiart)Krass。
Gaojiatianensis Zhano 
Gaojiatianensis Zhang 
Cladophlebis sp. 
Dicroidium sp. B:소용류(Cycadaies) 

Cladophlebis raciborskii Zeill 
Dicrodium sp. 
Dicrodium sp. 
Lioodium kaulfussi Heer 
Cladophlebis sp 
Lioidium kaulfussi Heer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inoens Harris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inoens Harris 
Ctenis yamanarii Kawasaki 
Anomozamites sp.cf .inconstans(Braun) 
Ctenis chinensis Hsu 
Otozamites Sp. 
Ctenis yamanarii Kawasaki 
Pterophyllum Sp 

아미신흥 

이미신용 

아미산흥 

현천리흥 

묘곡흥 

묘곡흥 

낙동흥 

보립흥 

남톨흥 

낙동흥 

현흰리흥 

of미산흥 

01미산흥 

낙동흥 

룡진흥 

이미산층 

이미신흥 

백훈사흥 

이미산흥 

아미산흥 

01미산흥 

01미신흥 

현천리흥 

묘곡흥 

보림흥 

낙동흥 

현천리흥 

백온사흥 

Jurassic 
Jurassic 
Jurassic 
Jurassic 
Jurassic 
중생대 

종생대 

중생머 

충생대 

중생대 

중생대 

종생대 

중생대 

중생대 

중생대 

중생대 

충생대 

중생대 

Triassic 
Jurassic 
모톰 

Cretaceous 
Triassic 

94.10 
94.6 .15 
95.11 

충남대지앨혁과 

채취 

전희영기충 Pterophyllum aequale(Brono )Nath 
빽온사층 

충남 보령군 01 산면 풍계리 Triassic 
충남 보령군 미산면 도회담 Triassic 
충남 보령군 미신댄 풍계리 Triassic 
충쭉 딘양군 쩍성면 외도리 Triassic 
경룩 융회군 재산면 묘꿀 Jurrassic 
경북 블회군 재산탠 묘골 ?Jurra! Jurrassic 
경록 선신군 해명면 Cretaceous 
경북 문경군 마성면 신현리 모톰 

경북 선산군 해명면 원효동 Cretaceous 
경쭉 선신군 해명탠 원효동 Cretaceous 
충룩 딘앙군 칙성면 와도리 Triassic 
충남 보령군 미산면 풍계리 Triassic 
충남 보령군 미산면 풍계리 Triassic 
경룩 선산군 혜평면 원호홍 Cretaceous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고앙 모홈 

충남보형시 

충남보형시 

충남보령시 

충남보형시 

충남보형시 

충남보형시 

충남보형시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중국 히남성 Yima 탄전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문경，하내리흥 채휘 

문경，하내리흥 채취 

문경，하내리흥 채취 

문경，히내리흥 채휘 

문경，하내리흥채취 

문경，히내리흥채휘 

문경.하내리흥 채휘 

문경，하내리흥채취 

문경，하내리충 쳐|취 

문경，하내리흥 차{휘 

문경，하내리흥 채휘 

문경，하내리흥 체휘 

문경 ，하내리흥채취 

충북 딘앙군 칙성댄 외도리 

충록 딘앙군 적성면 외도리 

경쭉 문경군 마성면 신현리 

경북 선산군 신동댄 시루볼 

흥룩 단앙군 적성면 와도리 

충남 보령군 미산댄 싱주리 

경륙포항두호흥 

충남보령시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Jurassic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Filicales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Cladophlebis sp.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ε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Filicales 
Pteridophyta 
Filicales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Pteridophyta 
Cycadales 
8nnet ... 
Cycadales 
Cycadales 
Cycadales 
Benne ... 
Cycadales 
Pterophyllum sp 
Cycadales 

앙치륙 

양 xl류 

앙ÀI류 

앙치휴 

양치휴 

앙치륙 

앙치류 

앙치혹 

앙치류 

앙치류 

앙 xl륙 

양 xl류 

앙 xl류 

앙 xl류 

앙 AI류 

종자 고사리류 

종자고사리류 

종자고사리류 

종자 고사리류 

증자 고사리류 

종자 고사리류 

양치묶 

고사리류 

고사리류 

고시리륙 

고사리류 

고사리류 

A;고사리룩 

고사리홈 

고사리륙 

고사리류 

진정고사리휴 

고사리휴 

진정고사리묶 

고사리륙 

고사리휴 

고사리휴 

고사리휴 

고사리품 

고사리륙 

소혈류 

베네티탈레스류 

소월룩 

소철휴 

소철류 

베네티탈레스휴 

소훌류(술방옳) 

소쩔륙 

소혈류 

Mq5-004 
Mq5-005 
Mq5-006 
Mq5-007 
Mq5-008 
Mq5-009 
Mq5-010 
Mq5-011 
Mq5-012 
Mq5-013 
Mq5-014 
Mq5-015 
Mq5-016 
Mq5-017 
Mq5-018 
Mq5-019 
Mq5-020 
Mq5-021 
Mq5-022 
Mq5-023 
Mq5-024 
Mq5-025 
Mq5-026 

I Mq5-027 
g Mq5--028 
φ Mq5-029 

Mq5-030 
Mq5-031 
Mq5-032 
Mq5-033 
Mq5-034 
Mq5-035 
Mq5-036 
Mq5-037 
Mq5-038 
Mq5-039 
Mq5-040 
Mq5-041 
Mq5-042 
Mq5-043 
Mrl-00l 
Mrl-002 
Mrl-003 
Mrl-004 
Mrl-005 
Mrl-006 
Mrl-007 
Mrl-008 
Mrl-009 



Mr1-010 소월류 Cycadales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Jurassic Pterophyllum aequale(8rong)Nath . 전희영기충 95.11 

Mr1-011 베네더힐레스류 문경? Jurassic Ctenis yamanarii 여공김훨수기증 

Mr1-012 베네더댈레스롤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Ctenis Yamanarii 구입 97/07 

Mr1-012 소철류 Cycadales 문경 ，하내리층 채취 충생대 Nilssonia sp . 95 .10 

Mr1-013 소혈류 Cycadales 문경，하내리흥 채취 중생대 Nilssonia compta(phill)8rongn . 95 .10 

Mr1-014 소철류 Cycadales 문경 ，하내리흥 채취 중생대 Nilssonia compta(phill)8rongniart 95 .10 

Mr1-015 소쩔류 Cycadales 문경 ，하내리층 채휘 중생대 Nilssonia compta(phill)8rongniart 95 .10 

Mr1-016 베네더탈레스류 문경，하내리흥채휘 중생대 Zamiophyllum buchianum(Ett)Nathost 95.10 

Mr1-017 소철류 Cycadales 문경，하내리흥 채취 충생대 Nilssonia polymorpha Schenk 95.10 

Mr1-018 베네더틸레스륙 문경 ，하내리층채취 중생대 Pterophyllum jaegeri 8rongn . 95 .10 

Mr1-019 베네더틸러l스류 문경，하내리층 채휘 중생대 Pterophyllum jaegeri 8rongn. 95.10 

Mr1-020 소철휴 Cycadales 문경，하내리충채취 충생대 Nilssonia compta(phill)8rongniart 95.10 

Mr2-001 은행류 Ginkgoales 충남 보령군 마산면 풍계리 Triassic 아미신흥 8aiera gracilis(8ean Ms)8ounburg L 

Mr2-002 은행류 Ginkgoales 충륙 단앙군 적성면 와도리 Triassic 현천리흥 Podozamites distans(presl) L 

Mr2-003 은행류 Ginkgoales 충남 보령군 대천읍 화산리 Triassic of미산흥 Podozamites distans(presl.) L 

Mr2-004 은행류 Ginkgoales 충북 단앙문 적성면 와도리 Triassic 현천리흥 Ginkgoites sibirica(Heer)Seward J-2 

Mr2-005 분류 01 확싫 은행류 충남보형시 빽운시흥 Podozamites sp.P .Ianceolatus 채휘 95 .6.15 

Mr2-006 분륙미확실 은행류 충남보형시 백운시층 Podozamites sp.P ‘ lanceolatus 채취 94.6.15 

Mr2-007 분류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렁시 백온사흥 Poidozamites sp.P .Ianceolatus 채취 94.6.15 

Mr2-008 분류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령시 빽운사흥 Podozamites sp .P .Ianceolatus 채휘 94.6.15 

Mr2-009 분류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령시 백온사흥 Podozamites sp .P .Ianceolatus 채취 94.6.15 

Mr2- 010 분륙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링시 빽운사층 Podozamites sp.P .Ianceolatus 채취 94.6 .15 

Mr2-011 분류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령시 빽온사흥 Podozamites sp .P .Ianceolatus 채취 94 .6.15 

I Mr2-012 분류미확싫 은행류 충낭보령시 백운사층 Podozamites sp.P .Ianceolatus 채휘 94.6 .15 

~M낌-013 분륨미확실 은행류 충남보령시 빽운사흥 Podozamites sp .P .Ianceolatus 채휘 94.6.15 

...;j Mr2-014 분류미확실 은행휴 충남보링시 빽온사흥 Podozamites sp .P .Ianceolatus 채취 94.6.15 

I Mr2-015 분류미확싫 은행류 충남보형시 빽론사흥 Podozamites sp.P .Ianceolatus 채취 94.6.15 

Mr2-016 은행류 Ginkgoales 중국 하남성 Yima 틴전 Jurassic Ginkgoites orientalis(Yabe et Oishi)Florin 전희영기충 95.11 

Mr2-017 은행류(잎.씨) Ginkgoales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Jurassic Ginkgoites yimaensis Zhang 전희 g 기충 95.11 

Mr2-018 은행휴 Ginkgoales 중국 하남성 Yima 틴전 ‘ Jurassic 8aiera grecilis(8ean) 8anburry 전희영기중 95.11 

Mr2-019 은행류(일 ， 씨) Ginkgoales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Jurassic Ginkgoites yimaensis Zhang 전회영기중 95.11 

Mr2-020 은행류 Ginkgoales 중국 하남성 Yima 탄전 Jurassic Rhipidopsis sp . 전희영기충 95.11 

Mr2-021 은행류 Ginkgoales 영 국 Yorkshire Lower Jurassic Ginkgopsida. Ginkgoales 구입/Lloyd 96/09 

Mr2-022 분류미확실은행휴 남포시 강서구역 쥬라기 Podozamites sp 97/09 구입 

Mr2-023 분류미확실은행류 남포시 천리마구역 대보신 쥬라기 Podozamites sp 97/09 구입 

Mr2-024 분류미힘실은행류 명남대동군 쥬라기 Podozamites sp 97/09 구입 

Mr3-001 구과목 Coniferales 충북 g동옵 설계리 수구골 Mesozoic 산이리흥 Freneiopsis hoheneggeri Ettinghausen L 

Mr3-002 구과목 Coniferales 충북 엉동옵 설계리 수구골 Mesozoic 산이리흥 Frenoiopsis hohenggeri Ettinghausen L 

Mr3-003 구과류 강원도 태백시 중생대 Cordaites principalis 구입 96.3. 

Mr3-004 구과목 Coniferales 황해님도 재령군 백악기 Freneiopsis sp . 97/09 구입 

Ms 승벽류 중국 하남성 Yima 틴전 Jurassic Swardiodendron iaxum Florin 전회엉기충 95.11 

Ms 승벽휴 중국 하남성 Yima 틴전 Jurassic Swardiodendron iaxum Florin 전희엉 기충 95.11 

Ms1-001 숭벽혹 중국 하남성 Yima 틴전 Jurassic Stoorgadia mentoukouensis Duan 전희영기충 95.11 

Ms1-002 송빽류 Araucaria 판타고니아 Jurassic Coniferales. Araucariaceae 구입/Lloyd 96/09 

Ms5-001 자작나무과 8etulace 미상 Upper Cretaceous 미상 8rtulites vestiV . crassa Lesgu . J-2 

Pa1 - 001 유공충 Fotaminifera Upper Permian Neoschwagerina Craticulifera (Schwager) J-1 

Pf-001 태선류 8ryozoa 강원도 태빽시 동정동 구문 。rdovician 직운산셰윌 Fenestrate 8ryozoa L 

Pf-002 태선륙 8ryozoa 모로코 Devonian Gymnolaemata. Cryptostomata 구입/Lloyd 96/09 

Pg-001 왼족휴 8rachiopoda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구문 。rdovician 직운산셰월 Rafinesguina Chosensis (Kobayashi) L 



Pg-002 왼족류 8rachiopoda 강원도 태빽시 동정동 구문 Ordovician 칙론산셰잃 Orthis SP. L 
Pg-003 완족류 8rachiopoda Paleozoic Orthis nipponica (Kobayashi) L 
Pg-004 왼족류 8rachiopoda Middle Oevonian Athyris spiriferoides Eaton L 
Pg-005 왼족휴 중국 Guizhou province 고생대 데본기 Stringocephalus 기증(중국해앙연구소) 96. 7. 
Pg-006 완족류 8rachiopoda 미국 Sylvania Ordovician Articulata. Spiriferida 구입/Amethyst 96/10/08 
Pg-007 왼족류 8rachiopoda 미국 Sylvania 。rdovician Articulata. Spiriferida 구입/Amethyst 96/10/08 
Ph3-001 두족류 cephalopoda 강원도 태백시 징성동 Ordovician 직운산셰월 。rthoceras Seihekiense (Kobayashj) L 
Ph3-002 두족류 Cephalopoda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구문 Ordovician 직운산셰월 Sactorthoceras tenuirucvatum (Kobayashi) L 
Ph3-003 두족휴 Cephalopoda 강원도 태백시 동젊동 구문 。rdovician 직운신셰월 Nautiloid L 
Ph3-004 두족류 Cephalopoda Middle Ordovician Endoceras Vaginatum V.Schloth J-1 
Ph3-005 두족휴 Cephalopoda 강원도 태빽시 동정동 구문 Ordovician 직운신셔|잃 Nautiloid J-1 
Ph3 - 006 투족휴 Cephalopoda 강원도 태핵시 동접동 구문 Ordovician 칙운신셰잃 Nautiloid J-1 
Ph3-007 두족류 Cephalopoda 모로코 Abou Azzer Devonian Orthocertina . Orthoceratacea 구입/Amethyst 96/10/08 
Pil-001 상엽충 강윈도 태빽시 동접동 구문 Ordovician 직온신셰잃 Trilobite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j) L 
Pi1-002 상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구문 Ordovician 지용산셰잃 Trilobite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L 
Pi1-003 삼염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구문 Ordovician 칙운산쳐|월 Trilobite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 j) L 
Pi1-004 싱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빽시 동정동 니필 Ordovician 직운산셰잃 Dolerobasilicus Yokusensis (Kobayashi) J-1 
Pi1-005 상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빽시 동점동 구문 Ordovician 직온신셰잃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L 
Pi1-006 상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구문 。rdovician 직운산셔|월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L 
Pi1 - 007 삼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구문 Ordovician 직온신셰일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L 
Pi1-008 심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빽시 동점동 구문 Ordovician 직운산셰잃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L 
Pi1-009 상업충 Trilobita 강원도 태빽시 동접동 니필 Ordovician 직운신쳐|윌 Dolerobasilicus Yokusensis (Kobayashi) L 
Pi1-010 싱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니팔 Ordovician 직운신쳐|일 Dolerobasilicus Yokusensis (Kobayashi) L 
Pi1-011 상엽충 

>-‘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구문 Ordovician 직훈산셰일 8asiliella Kawasakii (Kobayashi) J-1 

。~ Pi1 - 012 삼엽충 Trilobita 모르코 Rissani silurian Phalops 엄경용 J-1 

? Pi1-m3 상엽총 Trilobita Paleozoic J-1 
Pi1-014 삼엽충 Trilobita 모르코 Rissani Paleozoic 엄경용 J-4 
Pi1 - 015 상업충 Trilobita 모르코 Rissani Paleozoic 엉경용 J-4 
Pi1-016 삼엽충 Trilobita 모르코 Rissani Paleozoic 엄경용 J-4 
Pi1-017 상엽충 Trilobia 모로코 Paleozoic 엄경용 93.6 
Pi1-018 상엽충 Trilobita 모로코 김동섭 94.10 
Pi1-019 심엽충 Trilobita 모로코 Rissoni 구입 95.9.19 
Pi1-020 심엽충 Trilobita 강원도 태백시 직운산 셰월 전희영기충 95.10.20 
Pi1-021 상엽총 중국 Hubei prpvince 고생대 중국해앙지월연구소 96 . 7. 
Pi1-022 상엽충류 Trilobita 미국 Silurian Phacopida. Calymenidae 구입/Amethyst 96/10/08 
Pi1-023 상엽충휴 Trilobita 미국 Silurian Phacopida . Calymenidae 구입/Amethyst 96/10/08 
Pi1 - 024 t상엽총룸 Trilobita 모로코 Cambrian Paradoxides 구입 97/05/10 
Pi1-025 상엽충류 Trilobite 모로코 고생대 Phacops 97/10 구입 A-7 
Pi1-026 상엽충류 Trilobite 모로코 고생대 Paradoxide 97/10 구입 A-8 

Pi1-027 삼엽충류 Trilobite 모로코 고생대 Trilobite 97/10 구입 A-9 
Pi1-028 상엽충류 Trilobite 모로코 고생대 Paradoxide 97/10 구입 A-l0 
pi1-100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l01 Redlichia 자강도초신군 오오도비스기 81ackwelderia 97/9 
pi1-102 자강도초산군 오오도비스기 81ackwelderia 
pi1-103 자강도초산군 오오도비스기 81ackwelderia 
pi1-104 Redlichia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8ailiella 
pi1-105 평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8ailiella 
pi1-106 Red이lic이hia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Anomocarella 
pil-l07 명앙시 싱원군 캠브리아기 Anomocarella 



97/09 구입 

Tonkinella 
Doryge 
Eosoptychoparia 
Elrathia 
Elrathia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퍼|톰기 

오오도비스기 

랩브리아기 

캠브리아기 

캠브리아기 

명양시 중화군 

명앙시 중회군 

영양시 중화군 

영앙시 중회군 

영앙시 충회군 

명암시 중화군 

영앙시 충회군 

명양시 중회군 

평앙시 락형구역 류소리 

영양시 중화군 

명양시 획링구역 휴소리 

명앙시 릭링구 역 휴소리 

Redlichia 
Redlichia 
Redlichia 
Redlichia 삽엽충류 

97/9 구입 

E티Irathia 

E티|νrat야hia 

Elrathia 
Elrathia 
Elrathia 
Elrathia 
Elrathia 
Elrat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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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rathia 
Elrat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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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rathia 
Elrathia 
Elr떠ath에1니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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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chía 
Red\í chía 
Redlíchía 
Redlíchia 
Redlíchla 
Redlíchía 
Redlichia 

오오도비스기 

캠브리이기 

오오도비스기 

랩브리 01기 

오오도버스기 

오오도tJ l 스기 

오오도비스기 

캠브리 of기 

캡브리 of기 

오오도비스기 

캠브리 01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캠브리이기 

오오도버스기 

캘브리 of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캠브리이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오오도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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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소리 

류소리 

Redlichia 

Redlichía 

Redlichia 

삼엽충류 

상엽충룸 

십엽충륙 

pi1-108 
pi1-109 
pi1-110 
pi1-30 
pi1-31 
pi1-32 
pi1-33 
pi1-34 
pi1-35 
pi1 -36 
pi1-37 
pi1-38 
pí1-39 
pi1-40 
pi1-41 
pi1-42 
pi1-43 
pi1-44 
pi1-45 
pi1-46 
pi1-47 
pi1-48 
pi1-49 
pi1-50 
pi1-51 
pi1-52 
pi1-53 
pi1-54 
pi1-55 
pi1-56 
pi1-57 
pi1-58 
pi1-59 
pi1-60 
pi1-61 
pi1-62 
pi1-63 
pi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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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76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77 명앙시 중회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78 명앙시 중회군중회옵 캠브리아기 Redlichia 

pil-79 영앙시 중화군 요오도t:l l 스기 Redlichia 

pil-80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81 핑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82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83 황해북도횡주군혹교입 캠브리 of기 Redlichia 

pil-84 핑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85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dhia 

pil-86 명앙시 중회군 캠브리 of기 Redlichia 

pil-87 평앙시 중회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88 명앙시 중회군 오오도t:l l 스기 Redlichia 

pil-89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90 멸앙시 중회군중화읍 캠브리아기 Redlichia 

pil-91 영앙시 중화군종회올 캠브리 of기 Redlichia 

pil-92 명앙시 중화군중회읍 랩브리 01기 Redlichia 

pil-93 황해북도횡주군흐교리 캠브리아기 Redlichia 

pil-94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버스기 Redlichia 

pil-95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pil-96 평앙시 중화군 오오도버스기 Redlichia 

pil-97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버스기 Redlichia 

pil-98 영앙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I pil-99 영양시 중화군 오오도비스기 Redlichia 

김 Pi2-001 전갈류 Arthropoda 미 국 New York State Siiurian Euryptrida. Eurypteridae 구입/Lloyd 96/09 

o Pj2-001 극m동물 Echinozoa Middle Devonian Rhipidocrinus Crenatus Goidf J-1 

I Pj2-002 해백힐줄기 Crinoidi 모로코 J-1 

Pj2-003 01 획싫 해백힐류 미국 Warren County .DH. Devonian Peimatozoa. Crinoidea 구입/Amethyst 96/10/08 

Pj2-004 해백힐륙 Crinoidea 미국 Warren County.OH Oevonian Peimatozoa. Crinoidea 구입/Amethyst 96/10/08 

Pj2-005 해백합류 Crinoidea 미국 Warren County.OH Oevonian Pelmatozoa. Crinoidea 구입/Amethyst 96/10/08 

Pj2-006 해빽합류 Crinoidea 미국 Warren County.OH Devonian Pelmatozoa. Crinoidea 구입/Amethyst 96/10/08 

Pj2-007 해빽합류 Crinoidea 미 국 Warren County.OH Oevonian Pelmatozoa. Crinoidea 구입/Amethyst 96/10/08 

Pj2-008 해과휴 Carpoidea 미국 Ordovician Pelmatozoa. Carpoidea 구입/Amethyst 96/10/08 

Pk-001 월석룩 Graptolites silurian Monograptus Chimaera Barr J-1 

Pm1-001 쩍추동물 Vertebrata Lower Carboniferous Rhizodus Hibberti Ag. J-1 

Pm1-002 상어 이빨 Lower Permian Otodus Obliguus Ag . J-1 

Pm1-003 어류 Fish Lower Permian Amblyterus Macropterus Ag . J-4 

Pm1-004 어륙 Fish 스코률랜드 。rkney Middie Oevonian Crossopterygii. Osteolepina 구입/Lloyd 96/09 

Pm1-005 개구리회석 독일 Rheinpfalz Permian Amphibia. Lissamphibia 구입/Lloyd 96/09 

Pq3-001 석숭류 Lycopodiales 경북 문경군 마성댄 외어리 Carboniferous밀 -Pe 시동층 Lepidodendron.sp L 

Pq3-002 석송류 Lyciopodiales 미상 Upper Carboniferous 미상 Sigiliaria(Favularial)elefans Brg J-1 

Pq3-003 석승류 Lycopodiales 미상 Upper Carboniferous Eusigillaria(Rhytidoleps )voltzi Brgt. J-1 

Pq3-005 석송륨 Lycopodisies 미상 Carboniferol!s 미상 sigillaria Sp. J-1 

Pq3-006 석숭류 Lycopodiales 미상 Carboniferous 미상 Lepidolendron Sp. J-1 

Pq3-007 석송류 Lycop。이ales 미상 Carboniferous 미상 Bothrodendron Sp J-1 

Pq3-008 석숭륙 Lycopodiales 미상 Carboniferous 미상 Bothrodendron Sp. J-1 

Pq3-009 석송류 Lycopodiales 깅윈도 태빽시 동점동 구문 고생 대 Ordovician 직온산셰월 Lepidodendron sp. 원윌기 기충 L 

Pq3-010 석송류줄기 태빽시 고생대 Lepidodendron sp 석공김혈수기충 

Pq3-011 석숭류의 뿌리줄기 태백시 항태틴광 고생대 Stigmaria sp. 채취 



Pq3-012 A; 석승휴의 뿌리경 태백시 항태탄광 고생대 Stigmaria sp B:구과류(Cordaites) 채취 

Pq3-013 석송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Lepidodendron sp. 구입 96.3. 

Pq3-014 석송휴 Lycopodiales 핑양시 깅동구 승가리 떠|톰기 Lepidodendron sp. 97/09 구입 

Pq3-015 석송륙 Lycop。이ales 핑앙시 강동구 승기리 퍼|롬기 Lepidodendron sp. 97/09 구입 

Pq3-016 석승류 Lycopodiales 핑앙AI 강동구 송기리 퍼|톰기 Lepidodendron sp. 97/09 구입 

Pq3-017 석송륙 Lycopodiales 핑앙시 강동구 송기리 퍼|룡기 Lepidodendron sp. 97/09 구입 

Pq3-018 석송휴 Lycopodiales 핑양시 강동구 송가리 머|톰기 Lepidodendron sp. 97/09 구입 

Pq4-001 소새를 Equisetales 강원도정선군고한을 Permian 고한흥 Lobatannularia heianensis(kodaira) Kawasaki L 

Pq4-002 속새휴 Equisetales 강원도 징선군 신동읍 힐백 Permian 장성흥 An nularia stellato(Schloth )boot L 

Pq4-003 속새류 Equisetales 강원도정선군 신동옵함 Permian 장성층 An nularia stellato(Schloth )boot L 

Pq4-004 속새휴 Equisetales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힘백 Permian 장성흥 Calamites cistii Broncniart L 

Pq4-005 속새류 Equisetales 미상 Upper Carboniferous 미 상 Stylocalamites suckowi Brct. J-l 

Pq4-006 속새류 Equisetales 미싱 Caboniferous 미상 Annularia Sp . J-l 

Pq4-007 속새류 Equisetales 강원도 정선군 신동옵 힘빽 Permian 장성흥 Annularia shirakii Kawasaki J-l 

Pq4-008 속새류 Equisetales 강원도 정선 사북 동원탄좌 고생대 Clamites cistii Broncn 이종태기중 

Pq4-009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0 속새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1 속새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2 속새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3 속새휴 강윈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4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 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5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6.3. 

Pq4-016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Sphenophyllum thonii 구입 96.3. 

I Pq4-017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Sphenophyllum thonii 구입 96.3. 

되 Pq4-018 속새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7/07 

....... Pq4-019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구입 97/07 

I Pq4-020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기증 97/07 

Pq4-021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Annularia Stellata 기중 97/07 

Pq4-022 속새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Paleostachys sp. 구입 97/07 

Pq4-023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슐호구역 머|톰기 Annularia sp . 97/09 구입 

Pq4-024 속새휴 Equisetales 핑양시 대성구역 상신동 캠브리아기 Annularia sp . 97/09 구입 

Pq4-025 속새휴 Equisetales 멸앙시 승호구역 떼륨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26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숭호구역 떼톰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27 속새류 Equisetales 핑앙시 승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28 속새류 Equisetales 명암시 승호구쩍 때|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29 속새휴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30 속새류 Equisetales 영양시 숭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1 속새류 Equisetales 명잉시 슐호구역 퍼|름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2 속새휴 Equisetales 핑앙시 승호구역 떼롭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33 속새류 Equi5etale5 영앙시 슐호구역 떼륨기 Annularia 5p . 97/09 구입 

Pq4-034 속새훔 Equisetales 명잉시 승호구역 퍼l를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5 속새류 Equisetales 핑앙시 승호구역 머|륨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6 속새류 Equi5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떼를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7 속새류 Equisetale5 영앙시 승호구역 퍼|톰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38 속새휴 Equisetale5 영앙시 슐호구역 퍼|름기 Annularia 5p. 97/09 구잉 

Pq4-039 속새류 Equi5etales 명앙시 승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0 속새류 Equi5etales 핑앙시 용호구역 퍼|륨기 Annularia sp . 97/09 구입 

Pq4-041 속새류 Equi5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퍼|륨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42 속새류 Equi5etale5 명앙시 승호구역 머|홈기 Annularia 5p 97/09 구입 



Pq4-043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퍼|홈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4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퍼|톰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5 속새묶 Equisetales 평양시 승호구역 .떼홈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6 속새류 Equisetales 명앙시 승호구역 田|룡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7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대성구역 퍼|홈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8 속새륙 Equisetales 영앙시 숭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49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퍼|훌륭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50 속새류 Equisetales 평양시 승호구역 퍼|홈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51 속새류 Equisetales 핑앙시 대성구억 신저13기 Annularia sp . 97/09 구입 
Pq4-052 속새류 Equisetales 영암시 슐호구역 퍼|롬기 Annularia sp. 97/09 구입 

Pq4-053 속새류 Equisetales 영양시 숭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54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55 속새류 Equisetales 명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56 속새류 Equisetales g앙시 숭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57 속새류 Equisetales 명암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58 속새류 Equisetales 핑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 97/09 구입 

Pq4-059 속새류 Equisetales 영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4-060 속새류 Equisetales 명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 97/09 구입 

Pq4-061 속새류 Equisetales 핑앙시 승호구역 고생대 Sphenophyllum sp. 97/09 구입 

Pq5-001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정선군 사묵읍 Permian 장성흥 Pecopteris sahnii Hsu L 

Pq5-002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군 신동옵 힐백 Permian 장성흥 Pecopteris cyatha(Schloth )8rongniart L 

Pq5-003 앙치류 Filicales 경북 문경군 마성면 히내리 하내리층 Dicroidium Sp. L 

Pq5-004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군 신동옵 힐백 Permian 장성층 Pecopteris arboresens(Schloth) Sternb . L 
I Pq5-005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정선군사북올 Permian 장성흥 Taeniopteris Sp. L 

김 Pq5-006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Permian 장성층 Gigantopteris nicotianaefolia Schenk L 

t:-.:l Pq5-007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항백 Permian 장성흥 Emplectopteris triangularis Halle L 
I Pq5-008 앙 ÃI류 Filicales 미상 Upper Caboniferous 미 상 Neuropteris Sp. J-l 

Pq5-009 앙치륙 Filicales 미상 Upper Carboniferous 미 상 Sphenopteris Sp. J-l 

Pq5-010 양치류 Filicales 미상 Middle Carboniferous 01 상 Mariopteris muricata(schi) J-l 

Pq5-011 앙치류 Filicales 미상 Carboniferous 미상 Neuropteris Sp. J-l 

Pq5-012 고시리휴 Pecopteris sp 구입 94.6.26 

Pq5-013 앙치류(고사리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 시북동원틴죄 고생대 Pecopteris cyathea(Schloth) 8ronon. 임명삼기충 

Pq5-014 앙치류(고사리휴) Filicales 강원도 정선 시북 동원틴죄 고생대 Pecopteris cyathea(Schloth) 8rongn. 임명상기중 

Pq5-015 앙치류(고사리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 시북 동원탄좌 고생대 Pecopteris cyathea(Schloth) 8rongn 임명상기종 

Pq5-016 2:l xl 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 시북 동원탄좌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Schloth )Sternb. 이종태기충 

Pq5-017 종자고시리류 Cladophlebis sp. 태빽시 항태탄광 고생대 Sphenopteris obtusiloba 8ronon . 채취 

Pq5-018 종자고사리류 Cladophlebis sp 태백시 항태탄광 고생대 Sphenopteris obtusiloba 8ronon. 채취 

Pq5-019 A; 일치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 사북 동원틴좌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Schloth)Sternb 8 앙치류 이종태 기층 

Pq5-020 앙치류 Filicales 강원도 정선 사북 동원탄죄 고생대 Callipteris sp. 이증태기중 

Pq5-021 종자고시리류 Cladophlebis sp. 태백시 힐태탄광 고생대 Sphenopteris sp. 채취 

Pq5-022 증자고사리휴 Cladophlebis sp. 태백시 황태틴광 고생대 Sphenopteris sp. 채취 

Pq5-023 속새류 Equisetales 태백시 함태탄광 고생대 Calamites sp . 

Pq5-024 앙치류 Filicales 심척군경동탄광 고생대 Pecopteris cyathea(Schloth)8rongn 채취 

Pq5-025 g[:X: 1 류 Filicales 심척군경동탄광 고생대 Pecopteris sp . 채취 

Pq5-026 양치휴 Filicales 심척군경동탄광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 채취 

Pq5-027 앙치류 Filicales 심척군경동탄광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 채취 

Pq5-028 양치류 Filicales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 sp. 석공김철수 기중 

Pq5-029 소속물명 고사리류 태백시 힐태탄광 고생대 Taeniopteris sp. 채취 

Pq5-030 앙치류 Filicales 태빽시 한보틴광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 채취 



Pq5-031 gtXI 류 Filicales 태빽시 한보탄광 고생대 Pecopteris arborescens 채취 

Pq5-032 gtXI 류 Filicales 태백시 힌보탄광 고생대 Pecopteris sp. 채취 

Pq5-033 앙치류 Filicales 태빽시 한보탄광 고생대 Pecopteris sp . 채취 

Pq5-034 앙치류 Filicales 태백시 한보탄광 고생대 Pecopteris sp . 채취 

Pq5-035 종자고사리훔 Cladophlebis sp . 태빽시 고생대 Sphenopteris sp . 여공김철수기중 

Pq5-036 앙치휴 Filicales 강원도정선 고한올 고생대 이강완기종 95 .11 

Pq5-037 앙치류 강월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arborescens 구입 96.3. 

Pq5-038 앙치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arborescens 구입 96.3. 

Pq5-039 암치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arborescens 구입 96.3 

Pq5-040 암치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Sphenopteris sp. 구입 96.3 

Pq5-041 앙치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Sphenopteris sp. 구입 96.3. 

Pq5-042 앙 xl 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 cyathea 구입 96.3 . 

Pq5-043 앙치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 sp . 구입 96.3 . 

Pq5-044 앙치류 강월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 sp. 구입 96.3. 

Pq5-045 대엽앙치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Taeniopteris sp . 구입 96 .3. 

Pq5-046 대엽앙ÃI륙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Taeniopterls sp. 구잉 96.3 . 

Pq5-047 대엽앙치휴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Gigantopteris nicotianaefolia 구입 96 .3. 

Pq5-048 대엽앙치휴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Gigantopteris nicotianaefolia 구입 96.3 

Pq5-049 대업잉치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Gigantopteris nicotianaefolia 구입 96.3 

Pq5-050 대업앙치휴 김원도 태백시 고생대 Gigantonoclea sp. 구입 96.3 

Pq5-051 대엽앙xl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Gigantonoclea sp. 96.3 . 

Pq5-052 대엽앙xl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 sp. 96.3 

Pq5-053 대엽양치류 혹잃 고생대 Pecopteris sp. 기충/김월총 97/5/3 

I Pq5-053 대영암치류 톡월 고생대 Pecopteris sp. 기중/강월종 97/5/3 

되 Pq5-053 대업앙치류 톡잃 고생대 Pecopteris sp. 기충/강뀔총 97/5/3 

? Pq5-054 앙치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 & ???? 구입 97/07 

Pq5-054 암치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 & ???? 구입 97/07 

Pq5-055 대엽앙치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Taeniopteris sp . 구입 97/07 

Pq5-056 속새류 강윈도 태백시 고생대 Calamites 구입 97/07 

Pq5-057 고사리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 sp . 구입 97/07 

Pq5-058 고사리륙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Pecopteris sp . 구입 97/07 

Pq5-059 고사리륙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Taeniopteris sp. 구입 97/07 

Pq5-060 앙치류 깅월도 정선군 사쭉연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 기종 97/06 

Pq5-061 앙 xl류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 기중 97/06 

Pq5-062 gtÃI류 강원도 정선군 사확면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기종 97/06 

Pq5-063 양 xl혹 강원도 정선군 사쭉연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 기종 97/06 

Pq5-064 양 ÃI휴 강윈도 정선군 사룩면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 기종 97/06 

Pq5-065 앙 xl륙 강원도 정선군 사룩면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기충 97/06 

Pq5-066 암 AI륨 강원도 정선군 사룩댄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기충 97/06 

Pq5-067 암치류 강원도 정선군 사록면 동원 고생대 Pecopteris sp. 기충 97/06 

Pq5-068 앙 AI휴 강윈도 태백시 고생대 Pecopteris sp . 구입 97/06 

Pq5-069 앙치류 Filicales 영남개천시 퍼|톰기 Gigantopteris sp . 97/09 구입 

Pq5-070 앙치휴 Filicales 자강도 고풍군신항리 석틴기 Neuropteris sp . 97/09 구입 

Pq5-071 앙치류 Filicales 자강도고풍군신항리 석틴기 Neuropteris sp. 97/09 구입 

Pq5-072 앙치휴 Filicales 강윈도 천내군 퍼|롬기 Pecopteris sp. 97/09 구입 

Pq5-073 양치류 Filicales 영남개정시 퍼|릉기 Pecopteris sp. 97/09 구입 

Pq5-074 양치품 Filicales 핑남슐천시 퍼|홈기 Pecopteris sp. 97/09 구입 

Pq5-075 앙치휴 Filicales 핑남순천시 메톰기 Pecopteris sp ‘ 97/09 구입 

Pq5-076 앙치류 Filicales 명님순천시 퍼|홈기 Pecopteris sp . 97/09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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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5-092 
Pq5-093 
Pq5-094 
Pq5-095 
Pq5-096 
Pq5-097 
Pq5-098 
Pq5-099 
Pq5-100 
Pq5- 101 
Pq5-102 
Pq5-103 
Pq5-104 
Pq5-105 
Pq5-106 
Pq5-107 
Pq5-108 
Pq5-109 
Pq5-110 
Pq5-111 
Pq5-112 
Pq5-113 
Pq5-114 
Pq5-115 
Pq5-116 
Pq5-117 
Pq5-118 
Pq5-119 
Pq5-120 
Pq5-121 
Pq5-122 
Pq5-123 
Pq6-001 
Pq6-002 

}
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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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00l 소철휴 Cycadales 정선군고한 고생대 Pterophyllum sp . 채취 

Pr1-002 소철류 Cycadales 정선군고한 고생대 Pterophyllum sp. 채취 

Pr1-003 원시소형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Tinoia hamaguchii 구입 96.3. 

Prl-004 원시소철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Tingia hamaguchii 구입 96.3. 

Pr1 -005 원시소철류 강원도 태빽시 고생대 Tinoia Hamaguchii 96 .3. 

Pr1-006 원시소월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때 Pterophyllum sp . 구입 97/07 

Pr1-007 원시소철륙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Tingia Hamaguchii 구입 97/07 

Pr1-008 원시소철휴 강원도 태백시 고생대 Ctenis Yamanarii 기충 97/07 

Pr1-009 원시소쩔류 강원도 태백시 고생때 Ctenis Yamanarii 기종 97/06 

Pr1-010 원시소철류 영남순천시 머|룡기 Tingia sp ‘ 97/09 구입 

Pr1-011 원시소철류 영남개천시 떼름기 Tingia sp . 97/09 구입 

Pr1-012 원시소혈류 영남개천시 퍼|롬기 Tingia sp . 97/09 구입 

Prl-013 원시소형휴 영남개천시 삐를기 Tingia sp. 97/09 구입 

Prl-014 원시소월류 영남개천시 퍼|롬기 Tingia sp. 97/09 구입 

Pr1-015 원시소훌류 영남개천시 1111 톰기 Tingia sp. 97/09 구입 

Pr1-016 원시소철휴 명낭개천시 퍼|홈기 Tingia sp . 97/09 구입 

Pr1-017 원시소철류 영남개천시 IIlI 톰기 Tingia sp . 97/09 구입 

Pr1-018 원시소월휴 영남개천시 퍼|롬기 Tingia sp. 97/09 구입 

Pr1-019 원시소훨류 영남개천군무진대 떼톰기 Tingia sp . 97/09 구입 

Prl-020 원시소훨류 명남개천시 볼잔리 1111 톰기 Tingia sp . 97/09 구입 

Prl-021 원시소철류 명잉시 승호구역 금옥리 퍼|톰기 Tingia sp. 97/09 구입 

Pr1-022 원시소철류 영남개헌시 퍼|홈기 Tingia sp . 97/09 구입 

Pr1-023 원시소혈류 영남개천시 田|롬기 Tingia sp. 97/09 구입 

I Pr1-024 원시소혈류 영남개천군무진대 퍼|홈기 Tingia sp . 97/09 구입 

낌 Pr1-025 원시소쩔류 영남개천군무진대 떼홈기 Tingia sp . 97/09 구입 

? Pr1-026 원시소철류 영남개천군무진대 퍼l톰기 Tingia sp . 97/09 구입 

Prl-027 원시소철류 영남개천군무진대 떼륨기 Tingia sp . 97/09 구입 

Ps1-001 레바치이식울화석 Lebachia 독일 Rheinpfalz Permian Voltziales. Lebachiaceae 구밑/Lloyd 96/09 

Ps1-001 분류미확실나자식물류 정선군고한읍 Tingia crassinerviS Halle 채취 

Ps1-002 구괴품 Coniferales 태빽시 고생대 Cordaites sp. 여공김훌수 기충 

Qh-OOl 연체동물 Mollusca Pleistocene Fossiliferous R J-3 

Qh1 - 001 부족류 Pelecypoda Pleistocene Venus Multilamella Lam J-3 

Qh1-002 부족류 Pelecypoda Pleistocene Crassostrea sp. J-3 

Qh1-003 부족류+목족류 경남삼천포 앞바디 민명철 94.10 

Qh1-004 부족류 Pelecypoda 경남삼천포 앞바다 민명철 94.10 

Qh1-005 부족묶+게 경님삼천포앞바다 민명훌 94.10 

Qh1-006 부족류+왼족류/만항흥 깅원도 태백시 민명철 94.10 

Qh1-007 거| 경남삼천포 앞바다 채취 94.10 

Qh1-008 게회석 Italy 구입 94.6.15 

Qh2-001 복족휴 Gastropoda Pleistocene Cerithium (Serratocerithium) Serratum Bruo J-3 

Qh2-002 목족류 Gastropoda Pleistocene Ampullina patula(sow)Desh J-3 

Qm-001 척추동물 (뼈화석) Pleistocene Mesopippus bairdi Leldy J-4 

Qm-002 척추동물 (뼈회석) Pleistocene Cervus elapus L J-4 

Qm-003 쩍추동물(뼈회석) Pleistocene Bison priscus Boj. J-4 

Qm-003 척추동물 뼈화석 미국 Pleistocene Edentata. Glyptodontidae 구입/Lloyd 96/09 

Qm-004 척추동물 뼈회석 미국 Momtana Pleistocene Artiodactyla. Cervidae 구입/Amethyst 96/10/08 

Qm-005 척추동몰두개끓 Vertebrata-head 미 국 시대미상 Rhinoceros 97/10 구입 A-11 

Qm1-001 어휴화석 Fish 프랑스 Pleistocene Dapaiis macrurus 진명식 J-3 

Rd1-001 산호 Coral 필리핀 Recent 싸리산호 김동섭 J-5 



Rdl-002 산호 Coral 뀔리끈! Recent 해꿀신호 김동섭 J-5 
Rdl-003 산호 Coral 남태핑앙 Recent Coral J-5 
Rdl-004 신호 Coral 필리l!! Recent 김동섭 J-5 
Rdl-005 산호 Coral 호주 Recent 나앓산호 김풍성 J-5 
Rdl-006 신호 Coral 
Rdl-007 신호 Coral 
Rdl-008 신호 Coral 
Rdl-009 신호(싸리) Coral 필리l!! Recent 김동섭 기증 94 
Rdl-0l0 산호(직) Coral 월리l!! Recent 김동섭 기종 94 
Rdl-0ll 신호(칭) Coral 필리핀 Recent 김동섭 기증 94 
Rdl-012 산호(황) Coral 밑리l!! Recent 김동업 기종 94 
Rdl-013 산호(꽃) Coral 필리핀 Recent 김동섭 기충 94 
Rdl-014 산호(빗자루) Coral 필리핀 Recent 김동섭 기증 94 
Ro -001 Boring shell 프랑스 회내(천공조개) 

8s-047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 of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48 조류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 ，선캠브리 of기 Stromatolite 97109 구입 

8s-049 조륙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캡브리아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50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캄브리아기 Stromatolite 97109 구입 

8s-051 조류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52 조류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캘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53 조류 평양시 상원군 8억년전，선캘브리마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54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캘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55 조류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아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I 8s-056 조류 핑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캘브리 of기 Stromatolite 97/09 구입 
낌 8s-057 조휴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 8s-058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캠브리아기 8tromatolite 97/09 구입 
I 8s-059 조휴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캘브리아기 8tromatolite 97/09 구입 

Ss-060 조휴 핑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 of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1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캠브리 of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2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 of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3 조류 핑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캠브리아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4 조류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 ，선캠브리 of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5 조휴 평양시 상원군 8억년전，선캠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8s-066 조륙 명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랩브리아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7 조류 영앙시 상원군 8억년전.선캠브리아기 8tromatolite 97/09 구입 
8s-068 조류 핑앙시 싱원군 8억년전，선캘브리 of기 8tromatolite 97109 구입 

Ual-001 유공충 Foraminifera 
Ual-002 유공충 Foraminifera 
Udl-001 산호 Coral 모로코 Lophopyllum profundum(Peunsylvaniau) 
Udl-002 강장동물 Coelenterata 모로코 시대미상 Coral 97/10 구입 A-4 
Ug -001 왼족류 Brachiopoda 모로코 

Ug -002 왼족류 Brachiopoda 모로코 

Ug -003 왼족륙 Brachiopoda 모로코 

Ug-004 왼족휴 Brachiopoda 횡북은덕군 퍼!롭기 Brachiopoda ? 97109 구입 

Ug-005 왼족류 Brachiopoda 횡북은덕군 퍼|롬기 Brachlopoda ? 97109 구입 

Uh -001 연처|동울들의 매각 인도네시이 Bogot foss \l iferous R. 엄경용기충 93.10.29 
Uh -002 연처|동물 때각 Fossiliferous Rock 
Uh -003 연체동물 때각 Fossiliferous Rock 
Uhl-001 부족류 Pelecypoda 모로코， Elford 굴회석 껑힐 2개 엉경용기증 93.10 .29 



Uh1-002 부족류 Pelecypoda Pectein 

Uh1-003 부족훔 Pelecypoda 
Uh1-004 부족륙 Pelecypoda 
Uh1-005 부족류 Pelecypoda 
Uh1-006 부족류 Pelecypoda 
Uh1-007 부족류 Pelecypoda 
Uh1-008 부족류 Pelecypoda 
Uh1-009 부족류 Pelecypoda 
Uh1-010 부족휴 Pelecypoda 
Uh1-011 부족류 Pelecypoda 
Uh1-012 부족류 Pelecypoda 모로코 

Uh1-013 부족륙 Pelecypoda 모로코 

Uh1-014 부족묶 PelecYPoda 모로코 

Uh1-014 부족류 PelecYPoda 중국 시대0\상 Shell 97/10 구입 A-5 

Uh1-015 부족휴 Pelecypoda 모로코 시대미상 Shell 97/10 구입 A-6 

Uh2-001 옥족류 Gastropoda 
Uh2-002 목촉류 

Uh3-001 두족륙 Cephalopoda Ammonoid J-4 

Uh3-002 두족류 Cephalopoda Ammonoid J-4 

Uh3-003 두족류 cephalopoda 모로코 Nautiloid 업경용 J-4 

Uh3-004 두족류 Cephalopoda 모로코 Nautiloid 업경용 J-4 

Uh3-005 두족륨 Cephalopoda 모로코 Ammonoid J-5 

Uh3-006 두족륙 Cephalopoda 모로코 Imouzzar. 미상 미상 Ammonite 엄경용 

I Uh3-007 두족휴 Cephalopoda 모로코 Elford 미상 미상 Ammonite 

듬 Uh3-008 부족륙 Pelecypoda 
‘.:J Uh3-009 부족홈 Ammonite 얼경용J↓충 

I Uh3-010 부족륙 Ammonite 구입 94.6 

Uh3-011 부족휴 Ammonite 구입 94.6 

Uh3-012 부족류 Ammonite 김인기 기중 92 

Uh3-013 암모니이트 Ammonite 모로코 Midelt 구입 95 .9.19 

Uh3-014 암모나이트 Ammonite 구입 95 .9.19 

Uj -001 해빽힐 Crinoidia 모로코 Elford Crinoids 엄경용 J-4 

Uj1-001 성게 Echinoid 모로코 Echinoldea J-4 

니j1-002 성게 Echinoid 모로코 Echinoidea J-4 

Uj1-003 싱게 Echinoid 모로코 Echinoidea J-4 

Uj1-004 성게화석 Spatangus 모로코 Verona 구입 95.9 .19 

Uj1-005 성게 Echinoid 이태리 잉경용기종 95.9.19 

Uj1-005 싱게화석 Spatangus 구입 95 .9.19 

Um1-001 어류 Fish 힐러| Fish 어류회석 장서톨，김훈희 J‘ 4 

Um1-002 어륙 Fish 미국외이오밍 Gosiutichthys J-4 

Um1-003 어류 Fish 브라월 Fish 김동섭 J-5 

Um1-004 어휴화석 브리싫 미상 미상 김동섭 기종 

Um1-005 어류(싱어) 브라싫 Southern Ceara Late Cretaceous Calamoplaurus cylindricus.Aoassiz 구입 94.12 

Um1-006 어류(대형) 브라월 Southern Ceara Late Cretaceous Rhacolepis bucalis 
Um1-007 
Um1-008 어휴 프랑스 구입 

Um1-009 어륙 프랑스 구입 

Um1-010 어륙화석 Fish 미국 와이오잉 Rock Sprino 구입 95.9 .19 

Uq -001 규화목 Gym nospermous ... 



93 .10.29 
93.10.29 

륙도전시 

엄경용기충 

엄경용기종 

업경용기충 

엄경용기종 

엉경용기충 

엄경용기충 

옳/엄경용 

엄경용기종 

엄경용기충 

Silicified wood 
~iIi，..ifiød wood 

Gymnospermous ... 
Gymnospermous .. ‘ 
Gymnospermous ... 

Gym nospermous 인도네시 01 Sukabumi 
Gymnospermous. 인도네시아 Sukabum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 of 

인도네시이 

인도네시 01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인도네시 of 

인도네시이 

경북포항시 금광동 

경북포항시 금광동 

인도네시 of 97/05/10 SlIicified wood 

Filicales 
y0004 
97/1 0 
95.12.4 
97/10 
95/10 
97/10 
94/10 
95/12/4 
95.12.4 

97/10 
97/10 
94/10 
95.12.4 
97/10 
97/10 
94/10 
95.12.4 
95.12.4 
95.12.4 
95.12.4 
95.12.4 
97/10 
96. 7 
97/10 
95. 12.4.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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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Nissonia compta(phill)Brongn 
Coral 

Shell 

Paradoxide 
Dinosaur’s Eggs 
Knightia 

Phacops 
Paradoxide 
Dinosaur dung 

중생대 

신생대(??) 

충생대 

신생대(??) 

고생대 

고생대 

Cretaceous 

고생대 

충생대 백악기 

신생대 

신생대(??) 

고생대 

Tertiary 

모로코 Midelt 
미국 

중국굉동성 

경북문경하내리흥 

모로코 Midelt 
경남 삼천포 앞바다 

미국 

미국 

모로코 Rissani 
모로코 Alnif 
몽굴 

브라질 

모로코 Agader 
모로코 Rissani 
중국 

브라질 

브라싫 

톡잃 

브리월 

미국 

모로코 Rissani 
중국히남성 

미국 Wyoming , Rogan 
브라실 

브라질 

Cycadales 

규화목 

규화목 

규화목 

식올호}석 

규회목 

규화목 

규회목 

규회목 

규회목 

규화목 

규화목 

규회목 

규회목 

규회목 

규화목 

규회목 

규회목 

잉 ÃI 류 

앙치휴 

암모나이트 

딘풍잎 ， 밤나무회석 

조개 

소철류 

신호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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