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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go kushiroensis クシロキバサナギガイ ・・・・・・・・・・・・・・・・・・・・・・・・・・・・・・・・・・・・・・・・・・・・・・・・・・・・・・・・ 0820

Vertigo shimochii シモチキバサナギガイ ・・・・・・・・・・・・・・・・・・・・・・・・・・・・・・・・・・・・・・・・・・・・・・・・・・・・・・・・・・・・・・・ 0820

Videnoida carthcartae ツヤカサマイマイ ・・・・・・・・・・・・・・・・・・・・・・・・・・・・・・・・・・・・・・・・・・・・・・・・・・・・・・・・・・・・・・ 0890

Videnoida gouldiana タカカサマイマイ ・・・・・・・・・・・・・・・・・・・・・・・・・・・・・・・・・・・・・・・・・・・・・・・・・・・・・・・・・・・・・・・・・・・・ 0890

Videnoida horiomphala オオカサマイマイ ・・・・・・・・・・・・・・・・・・・・・・・・・・・・・・・・・・・・・・・・・・・・・・・・・・・・・・・・・・・・ 0890

Vitriphaedusa aenea シンチュウギセル ・・・・・・・・・・・・・・・・・・・・・・・・・・・・・・・・・・・・・・・・・・・・・・・・・・・・・・・・・・・・・・・・・ 0878

Vitriphaedusa aratorum タビトギセル ・・・・・・・・・・・・・・・・・・・・・・・・・・・・・・・・・・・・・・・・・・・・・・・・・・・・・・・・・・・・・・・・・・・・ 0878

Vitriphaedusa micropeas ヒメギセル［種］ ・・・・・・・・・・・・・・・・・・・・・・・・・・・・・・・・・・・・・・・・・・・・・・・・・・・・・・・・・・ 0879

Vitriphaedusa micropeas hokkaidoensis エゾヒメギセル ・・・・・・・・・・・・・・・・・・・・ 0879

Vitriphaedusa micropeas micropeas ヒメギセル［亜種］ ・・・・・・・・・・・・・・・・・・・・・・・・ 0879

【W】
Waldemaria japonica ヤマキサゴ ・・・・・・・・・・・・・・・・・・・・・・・・・・・・・・・・・・・・・・・・・・・・・・・・・・・・・・・・・・・・・・・・・・・・・・・・・・・・・・ 0736

【X】
Xenostrobus securis コウロエンカワヒバリガイ ・・・・・・・・・・・・・・・・・・・・・・・・・・・・・・・・・・・・・・・・・・・・・・・・ 1000

【Y】
Yakuchloritis albolabris クチジロビロウドマイマイ ・・・・・・・・・・・・・・・・・・・・・・・・・・・・・・・・・・・・・・・・・・・・ 0946

Yakuchloritis hoshiyamai ホシヤマビロウドマイマイ ・・・・・・・・・・・・・・・・・・・・・・・・・・・・・・・・・・・・・・ 0946

Yamatochlamys circumdata ハチジョウヒメベッコウ ・・・・・・・・・・・・・・・・・・・・・・・・・・・・・・・・・・・ 0920

Yamatochlamys lampra オオクラヒメベッコウ ・・・・・・・・・・・・・・・・・・・・・・・・・・・・・・・・・・・・・・・・・・・・・・・・・・・ 0920

Yamatochlamys tanegashimae タネガシマヒメベッコウ ・・・・・・・・・・・・・・・・・・・・・・・・・・・ 0920

Yamatochlamys vaga ナミヒメベッコウ［種］ ・・・・・・・・・・・・・・・・・・・・・・・・・・・・・・・・・・・・・・・・・・・・・・・・・・・・・・・・ 0921

Yamatochlamys vaga adamsi ミシマヒメベッコウ ・・・・・・・・・・・・・・・・・・・・・・・・・・・・・・・・・・・・・・・・・ 0921

Yamatochlamys vaga vaga ナミヒメベッコウ［亜種］ ・・・・・・・・・・・・・・・・・・・・・・・・・・・・・・・・・・・・・ 0921

【Z】
Zaptychopsis buschi ヒカリギセル ・・・・・・・・・・・・・・・・・・・・・・・・・・・・・・・・・・・・・・・・・・・・・・・・・・・・・・・・・・・・・・・・・・・・・・・・・・・・ 0879

Zaptyx daitojimana ダイトウノミギセル ・・・・・・・・・・・・・・・・・・・・・・・・・・・・・・・・・・・・・・・・・・・・・・・・・・・・・・・・・・・・・・・・・・・ 0880

Zaptyx dolichoptyx カズマキノミギセル ・・・・・・・・・・・・・・・・・・・・・・・・・・・・・・・・・・・・・・・・・・・・・・・・・・・・・・・・・・・・・・・・・ 0880

Zaptyx hirasei カゴシマノミギセル ・・・・・・・・・・・・・・・・・・・・・・・・・・・・・・・・・・・・・・・・・・・・・・・・・・・・・・・・・・・・・・・・・・・・・・・・・・・・・・ 0880

Zaptyx hyperoptyx ノミギセル ・・・・・・・・・・・・・・・・・・・・・・・・・・・・・・・・・・・・・・・・・・・・・・・・・・・・・・・・・・・・・・・・・・・・・・・・・・・・・・・・・・・・ 0880

Zaptyx idioptyx トウギセル ・・・・・・・・・・・・・・・・・・・・・・・・・・・・・・・・・・・・・・・・・・・・・・・・・・・・・・・・・・・・・・・・・・・・・・・・・・・・・・・・・・・・・・・・・・・・・ 0881

Zaptyx kikaiensis キカイノミギセル ・・・・・・・・・・・・・・・・・・・・・・・・・・・・・・・・・・・・・・・・・・・・・・・・・・・・・・・・・・・・・・・・・・・・・・・・・・・ 0881

Zaptyx nakanoshimana ナカノシマノミギセル ・・・・・・・・・・・・・・・・・・・・・・・・・・・・・・・・・・・・・・・・・・・・・・・・・・・ 0881

Zaptyx sarissa チャイロノミギセル ・・・・・・・・・・・・・・・・・・・・・・・・・・・・・・・・・・・・・・・・・・・・・・・・・・・・・・・・・・・・・・・・・・・・・・・・・・・・・・ 0881

Zaptyx yaeyamensis ヤエヤマノミギセル ・・・・・・・・・・・・・・・・・・・・・・・・・・・・・・・・・・・・・・・・・・・・・・・・・・・・・・・・・・・・・ 0882

Zonitoides apertus ヒラコハクガイ ・・・・・・・・・・・・・・・・・・・・・・・・・・・・・・・・・・・・・・・・・・・・・・・・・・・・・・・・・・・・・・・・・・・・・・・・・・・・ 0889

Zonitoides arboreus コハクガイ ・・・・・・・・・・・・・・・・・・・・・・・・・・・・・・・・・・・・・・・・・・・・・・・・・・・・・・・・・・・・・・・・・・・・・・・・・・・・・・・・・ 0889

Zonitoides nitidus オオコハクガイ ・・・・・・・・・・・・・・・・・・・・・・・・・・・・・・・・・・・・・・・・・・・・・・・・・・・・・・・・・・・・・・・・・・・・・・・・・・・・・ 0890

Zoogenetes harpa マキゾメガイ・・・・・・・・・・・・・・・・・・・・・・・・・・・・・・・・・・・・・・・・・・・・・・・・・・・・・・・・・・・・・・・・・・・・・・・・・・・・・・・・・・・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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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哺乳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哺乳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4 ．第 6 回自然環

境保全基礎調査  種の多様性調査  哺乳類分布調査報告書．

［鳥類］
環境庁．1988．第 3 回自然環境保全基礎調査  動植物分布調

査報告書（鳥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4 ．第 6 回自然環

境保全基礎調査  種の多様性調査  鳥類繁殖分布調査報告

書．

［両生類・爬虫類］
環境庁自然保護局．1998．自然環境保全基礎調査  海域自然

環境保全基礎調査  海棲動物調査報告書．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1．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両生・爬

虫類）．

Matsui, M. 2007. Unmasking Rana okinavana Boettger, 

1895  from  the Ryukyus,  Japan  (Amphibia: Anura: 

Ranidae). Zoological Science, 24: 199-204.

Motokawa,  J. and T. Hikida. 2003. Genetic variation 

and differentiation in the Japanese five-lined skink, 

Eumeces latiscutatus (Reptile: Squamata). Zoological 

Science, 20: 97-106.

Okamoto, T.,  J. Motokawa, M. Toda and T. Hikida. 

2006. Parapatric distribution of the lizards, Plestiodon 

(formerly  Eumeces)  latiscutatus  and  P. japonicus 

(Reptilia: Scincidae) around the Izu Peninsula, central 

Japan, and its biogeographic implications. Zoological 

Science, 23: 419-425.

日本爬虫両棲類学会　日本産爬虫両生類標準和名　http://

zoo.zool.kyoto-u.ac.jp/herp/wamei.html

参 考 文 献 ※ここでは主に、第3部の分布図作成のデータの出所となった基礎調査報告書関連の
　文献及び第2部の分布図作成のために追加したデータの元になった文献を記載した。

［淡水魚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

全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淡水魚

類）．

国土交通省河川環境課．河川水辺の国勢調査 1・2・3 巡目調

査結果総括検討［ダム湖版］（生物調査編）

河川環境データベース  河川水辺の国勢調査（河川版）：http://

www3.river.go.jp/

［昆虫類］
環境庁．1988．第 3 回自然環境保全基礎調査  動植物分布調

査報告書  昆虫（ガ）類．

環境庁．1988．第 3 回自然環境保全基礎調査  動植物分布調

査報告書  昆虫（セミ及び甲虫）類．

環境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1998．第5回自然環境

保全基礎調査（緑の国勢調査）＇95 身近な生きもの調査  セ

ミの抜け殻データ総目録．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  昆虫（ト

ンボ）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  昆虫（セ

ミ・水生半翅）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  昆虫（甲

虫）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  昆虫（チ

ョウ）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  昆虫（ガ）

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3．第 6 回自然

環境保全基礎調査  環境指標種調査（身近な生きもの調査

2001） セミの抜け殻データ総目録Ⅱ．

岐阜県環境部環境保全課．1982．岐阜県の昆虫（岐阜県昆虫

分布調査報告），p.306．

杉山隆則．1996．伊自良湖周辺の蝶．岐阜県博物館調査研究

報告，17：79-83．

山屋茂人．2004．変化を示す長岡の昆虫数種．長岡市立科学

博物館研究報告，3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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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橋克之・四十万智博・青沼秀彦．2009．群馬県北部のツマ

グロヒョウモンの分布拡大について．群馬県立自然史博物

館研究報告，13：145-147．

吉野勲（田園生物研究所）．2007．都市に進出したツマグロ

ヒョウモンの生態と生息環境についての調査．里山の自然

研究，7：1-25．

グループ多摩虫．2007．東京都の蝶類データ集 2007 〜『グ

ループ多摩虫』30 周年記念．

蛭川憲男．1983．木曽谷の蝶．銀河書房，長野．

福永健一・冨田正章・澄田和歌子・歳弘克史．2003．山口県

沖日本海の見島でベッコウトンボを発見．TOMBO，46

（1/4）：29-30．

松木和雄．2007．2006 年度自然保護委員会活動報告  ベッコ

ウトンボ部会報告．Pterobosca，13A：8-11．

松木和雄．2008．2007 年度自然保護委員会活動報告  ベッコ

ウトンボ部会報告．Pterobosca， 13B：26-31．

松木和雄．2009．2008年度自然保護委員会活動報告  ベッコウ

トンボ部会 2008 年度活動報告．Pterobosca，14B：24-27．

愛知県環境調査センター（編）．2009．愛知県の絶滅のおそ

れのある野生生物  レッドデータブックあいち 2009.

越佐昆虫同好会．1988．越佐昆虫同好会々報，65：35．

越佐昆虫同好会．2000．越佐昆虫同好会報，83：64．

越佐昆虫同好会．2001．越佐昆虫同好会報，84：45-50．

越佐昆虫同好会．2002．越佐昆虫同好会報，86：13．

越佐昆虫同好会．2003．越佐昆虫同好会報，89：27．

越佐昆虫同好会．2004．越佐昆虫同好会報，91：51．

越佐昆虫同好会．2007．越佐昆虫同好会報，97：49．

越佐昆虫同好会．2008．越佐昆虫同好会報，100：76．

越佐昆虫同好会．2009．越佐昆虫同好会報，101：48．

千葉県昆虫談話会．1996．房総の昆虫，16：24．

千葉県昆虫談話会．2000．房総の昆虫，24：47．

千葉県昆虫談話会．2001．房総の昆虫，25：21-40．

千葉県昆虫談話会．2001．房総の昆虫，26：6．

千葉県昆虫談話会．2001．房総の昆虫，27：17．

千葉県昆虫談話会．2002．房総の昆虫，28：4．

千葉県昆虫談話会．2003．房総の昆虫，29：9-19．

千葉県昆虫談話会．2003．房総の昆虫，31：7-40．

千葉県昆虫談話会．2004．房総の昆虫，33：36-41．

千葉県昆虫談話会．2005．房総の昆虫，34：26-28．

千葉県昆虫談話会．2006．房総の昆虫，36：37．

千葉県昆虫談話会．2006．房総の昆虫，37：59-87．

千葉県昆虫談話会．2007．房総の昆虫，38：69-110．

千葉県昆虫談話会．2007．房総の昆虫，39：100-117．

千葉県昆虫談話会．2008．房総の昆虫，40：40-45．

千葉県昆虫談話会．2009．房総の昆虫，41：17-41．

千葉県昆虫談話会．2009．房総の昆虫，42：6．

ニュー・サイエンス社．1995．昆虫と自然，30（10）：19-22．

ニュー・サイエンス社．1995．昆虫と自然，30（14）：9-24．

ニュー・サイエンス社．1998．昆虫と自然，33（14）：9-18．

ニュー・サイエンス社．2000．昆虫と自然，35（4）：18-22．

ニュー・サイエンス社．2001．昆虫と自然，36（4）：28-43．

ニュー・サイエンス社．2002．昆虫と自然，37（1）：12-20．

ニュー・サイエンス社．2006．昆虫と自然，41（14）：巻頭．

ニュー・サイエンス社．2007．昆虫と自然，42（14）：33-37．

むし社．2005．月刊むし，408：45．

むし社．2007．月刊むし，434：47．

むし社．2007．月刊むし，442：34-35．

むし社．2008．月刊むし，454：19-27．

むし社．2009．月刊むし，459：2-18．

［陸産及び淡水産貝類］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上）（陸産

及び淡水産貝類）2 分冊の 1．

環境省自然環境局生物多様性センター．2002．自然環境保全

基礎調査  生物多様性調査  動物分布調査報告書（下）（陸産

及び淡水産貝類）2 分冊の 2．



1069

協 力 者

アドバイザリー・グループ会議メンバー
（分類群ごとに五十音順）

［哺乳類］
金子之史 　香川大学名誉教授

前田喜四雄　奈良教育大学附属自然環境教育センター

［鳥類］
尾崎清明　（財）山階鳥類研究所

金井 裕　（財）日本野鳥の会

川路則友　（独）森林総合研究所北海道支所

柳澤紀夫　（財）日本鳥類保護連盟

［両生類・爬虫類］
太田英利　兵庫県立大学自然環境科学研究所

竹中 践　東海大学生物理工学部海洋生物学科

戸田 守　琉球大学熱帯生物圏研究センター

松井正文　京都大学大学院人間・環境学研究科

［淡水魚類］
小早川みどり　九州大学システム生命科学府

鈴木寿之　兵庫県立尼崎北高等学校

瀬能 宏　神奈川県立生命の星・地球博物館

細谷和海　近畿大学農学部環境管理学科

前畑政善　滋賀県立琵琶湖博物館

［昆虫類］
石井 実　大阪府立大学大学院生命環境科学部

高桑正敏　神奈川県立生命の星・地球博物館

林 正美　埼玉大学教育学部

丸山宗利　九州大学総合研究博物館

［陸産及び淡水産貝類］
黒住耐二　千葉県立中央博物館

近藤高貴　大阪教育大学教育学部教養学科自然研究講座

増田 修  姫路市立水族館

湊 宏　日本貝類学会

現地調査及びデータ提供など
（分類群ごとに五十音順）

［淡水魚類］
細谷和海　近畿大学農学部環境管理学科

［昆虫類］（都道府県別）
（茨城県）佐々木泰弘

（栃木県）中村剛之、山中隆寛

（群馬県）荒井堅一、池沢隆一、金杉隆雄、矢島 稔

（埼玉県）赤羽トモ子、阿部 功、石塚正彦、碓井 徹、 

大西湧介、加藤信一郎、加藤輝年、川嶋敬純、工藤洋平、 

小堺 健、小島吉男、櫻田 敦、柴谷泰郎、神久保美津夫、 

巣瀬 司、髙野 徹、田悟敏弘、築比地秀夫、塘 久夫、 

中川利勝、長畑直和、西田 彰、原 聖樹、星野正博、 

牧林 功、松田邦雄、水上久雄、森中定治、谷津弘子、 

吉田文作

（千葉県）大塚市郎、斉藤明子、鈴木智史

（東京都）福田晴男

（神奈川県）岩野秀俊、川田澄男、高桑正敏

（新潟県）山屋茂人

（富山県）根来 尚

（石川県）富沢 章

（福井県）保科英人

（山梨県）渡邊通人

（長野県）四方圭一郎

（静岡県）高橋真弓

（愛知県）長谷川貴子、長谷川道明

［陸産及び淡水産貝類］
近藤高貴　大阪教育大学教育学部教養学科

園原哲司　学校法人向上学園向上高等学校

向上高等学校生物研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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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提供

p. 0017　キツネ／真木広造

p. 0018　ヒグマ／窪田正克、ツキノワグマ／中川雄三

p. 0019　ニホンジカ／中川雄三

p. 0020-0025　カワウ、アオサギ、ヒクイナ、シマアオジ、 

ガビチョウ、ソウシチョウ／真木広造

p. 0026-0027　ハス、ホンモロコ、スゴモロコ、ワタカ、 

ムギツク、フクドジョウ／内山りゅう

p. 0028　オオクチバス／（財）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p. 0029　ブルーギル／内山りゅう

p. 0030　ベッコウトンボ／尾園 暁

p. 0031-0033　ナガサキアゲハ、ツマグロヒョウモン、 

クマゼミ／新開 孝

p. 0034　タイワンシジミ／増田 修

p. 0035　クロイワトカゲモドキ／中村泰之、 

オビトカゲモドキ、マダラトカゲモドキ、 

イヘヤトカゲモドキ、クメトカゲモドキ／前田憲男

p. 0036　エゾサンショウウオ、クロサンショウウオ、 

トウホクサンショウウオ、トウキョウサンショウウオ、 

ハクバサンショウウオ、ホクリクサンショウウオ、 

カスミサンショウウオ、アベサンショウウオ、 

オオイタサンショウウオ、ツシマサンショウウオ／ 

沼田研児

p. 0037　ウスバキチョウ、タカネヒカゲ、 

ダイセツタカネヒガケ、ミヤマモンキチョウ／戸苅 淳

p. 0038　イカリモンハンミョウ、マガタマハンミョウ／ 

新開 孝

p. 0039　オオギセル、シイボルトコギセル／増田 修

p. 0040-0041　ホソマキカワニナ、タテヒダカワニナ、 

ハベカワニナ、モリカワニナ、イボカワニナ、 

ナカセコカワニナ、ヤマトカワニナ［チクブカワニナ］、 

オオウラカワニナ、カゴメカワニナ、シライシカワニナ、 

タケシマカワニナ／増田 修

p. 0042　アワマイマイ、ヒラマイマイ、ツクシマイマイ、 

イズモマイマイ、クロイワマイマイ／湊 宏

p. 0043　カワシンジュガイ／内山りゅう、 

コガタカワシンジュガイ／近藤高貴

p. 0044-0045　トガリネズミ、アズマモグラ、 

コウベモグラ／中川雄三

p. 0046　ヤチネズミ／浦野守雄、スミスネズミ／中川雄三

p. 0047　アカウミガメ、アオウミガメ、タイマイ／中村庸夫

p. 0048　タワヤモリ／内山りゅう、ニシヤモリ、

　タカラヤモリ、ヤクヤモリ／戸田  守、ニホンヤモリ、 

ミナミヤモリ／前田憲男

p. 0049-0050　タゴガエル、オキタゴガエル、 

ヤクシマタゴガエル、ナガレタゴガエル、 

トウキョウダルマガエル、ナゴヤダルマガエル、 

トノサマガエル／前田憲男

p. 0051-0052　ヤチウグイ、アブラハヤ、タカハヤ、 

エゾホトケドジョウ、ホトケドジョウ、 

ナガレホトケドジョウ／内山りゅう

【編集・制作関連】

財団法人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赤坂尚子、荒木良太、井上 隆、茨城康弘、今井 仁、 

岸本年郎、久保田正秀、杉村 尚、鈴木 隆、高橋洋生、 

中川直美、中山文人、橋本琢磨、古畑芳晶、宮川 浩

株式会社平凡社／株式会社平凡社地図出版

　小川栄一、小野蓉子、亀澤 洋

装丁・デザイン

　デザイン実験室（工藤強勝、渡部 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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