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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탐방 지도
강변과 나루터 일대, 인간과 곰에 대한 전설이 전해오는 명승지, 

금강을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진단 터가 있다.

역사

남편을 잃고 금강에 빠져 죽은 암곰과 새끼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를 지낸 사당.

역사

체험

체험

새로운 형태의 미술공원, 이 공원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통해 

조성되며, 현장에 설치된 모든 작품들은 그 수명의 한계(Life Cycle)에 

따라 계속 교체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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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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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뻐꾸기황조롱이
큰주홍부전나비

후투티과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새.

머리 꼭대기에 뻗는 도가머리는 

크고, 자유롭게 눕혔다 세웠다 한다. 

땅 위에 내려앉아 주위를 경계할 

때나 놀랐을 때 세운다.

국가생물 적색목록 최소관심종(LC).

여름철에는 암수 함께 살고 그 밖의 

시기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 

한다. 여름새로 3월 하순경부터 

11월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고마나루에서 매년 번식하고 있는 

종으로 새와 곤충을 사냥한다. 

전체적으로 매와 닮았으나 

배 아랫부분이 적갈색을 띠어

다른 맹금류와 구분된다.

몸 전체가 선명한 노란색.

국가생물 적색목록 최소관심종(LC)

모습이 아름다운 데다가 

울음소리가 맑고 다양해서 

시나 그림의 소재로 애용된다.

천연기념물 제243호.

겨울철 금강전역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생물 적색목록 최소관심종(LC). 

5월에서 8월까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323-8호.

엄격한 규제와 각종 국제적인 

협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한 새이다.

국가생물 적색목록 준위협종(NT)

으로 등재되었다.

3~4cm의 작은 크기로 수컷의 

앞날개는 온통 붉으며, 암컷은 

검은점이 예쁘게 배열되어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오해경숲연구소 

우리강 이용 도우미 : http://www.riverguid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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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류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에 의해 멸종위험도 순서에 따라 평가한 적색목록 분류 : 준위협종(NT : Near Threatened), 최소 관심종(LC : Least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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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는 금강, 피어나는 희망의 은빛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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