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당 동굴 투어 하이라이트 CATHEDRAL CAVE HIGHLIGHTS SOUTH KOREAN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동굴 벽과 형성물들은 만지지 마십시오.
PLEASE TAKE PHOTOGRAPHS BUT DO NOT TOUCH THE CAVE WALLS AND FORMATIONS.
웅장한 입구 GRAND ENTRANCE
이 멋진 입구는 50,000 년 전 무너진 동굴입니다. 비렌스 무화과 나무 뿌리는 지하수를
얻기 위해 자연적인 균열을 관통합니다. 황금 난초, 나비 및 바위 왈라비를 찾아보세요.
곧 가이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석회암 언덕 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스카이 윈도우 SKY WINDOW
이 동굴은 25,000 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희귀한 양치식물인 tectaria devexa 를 볼 수
있는 호주 유일의 장소입니다. 휠체어 경사로는 1992 년에 여기에서 대성당 동굴로
건설되었습니다.
낙타 동굴 CAMEL CAVE
이 투어에서 가장 깊은 동굴입니다: 안내소에서 5m 아래 위치. 이 동굴은 저기압성 비로
인해 물이 천천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발견자인 존 올슨이 촛불로 암흑 동굴을 조기에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낙타와 유사한 유석을 발견한 후에 ‘낙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대성당 동굴 CATHEDRAL CAVE
이 놀라운 높은 돔형 동굴은 완벽한 자연 음향에 가깝습니다. 5 월과 11 월에 결혼식과
지하 오페라 공연 장소로 인기있는 곳입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자라는 나무 뿌리는
길이가 20 미터 나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 구아노 (박쥐 배설물)에 20 미터를 파고
있습니다. 대성당 동굴을 빠져 나가는 터널이 사람이 만든 유일한 통로입니다. 1903 년
구아노 광부에 의해 수레로 발굴되었습니다.
종탑 동굴 BELFRY CAVE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곳은 올슨 가족이 1881 년에 동굴을 처음 발견한 곳입니다. 12 월 햇빛은
한낮에 수직축을 관통하여 남회귀선에 위치한 동굴로 인해 화려한 하지 빛을 만듭니다. 나무
뿌리는 종의 끈처럼 매달려 있으며 이 종탑 굴에는 종종 작은 박쥐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통로와 ZIG ZAG PASSAGE AND SUSPENSION BRIDGE OPTION
투어를 마치기 재미있는 방법은 현수교로 이어지는 좁은 지그재그 통로를 통해 자체
탐사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래 올슨 가족이 촛불의 빛만으로 탐사한 단단하고
구부러진 통로입니다. 보다 쉬운 대안은 대성당과 진입로 쪽으로 가이드를 따르는
것입니다.

카프리콘 동굴 이야기 CAPRICORN CAVES STORY
동굴의 형성 과정 CAVE FORMATION
3 억 9 천만 년 전 이 지역은 산호초와 화산 분출물과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산호초가 죽어서 바다 바닥의 진흙에 쌓여 석회암을 형성했습니다. 지각 판
운동은 석회석 암석을 밀어 올렸습니다. 동굴은 방해석을 통해 흘러 드는 빗물과
방해석을 용해시키는 지하수로 형성되었습니다. 방해석은 동굴의 장식품 (예 :
종유석 및 동굴 산호)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동굴의 발견 CAVE DISCOVERY
1881 년 노르웨이의 올슨 가족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1890 년에 자유보유권을
허가했으며 현재는 호주 유보 토지에 있는 유일하게 전람되는 개인 소유의 동굴입니다.
올슨 가족은 동굴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했고 다리를 만들고 1960 년대에는 전기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1988 년에는 켄과 앤 어거스틴이 동굴을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숙박
시설과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까지 추가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많은 관광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생태 관광 인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박쥐와 그 외 동물들 BATS AND OTHER ANIMALS
특히 습한 여름에는 5 종의 박쥐가 이 동굴에 서식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7gm 무게의
작은 구부러진 날개 박쥐입니다. 가장 희귀한 것은 육식성 유령 박쥐이며 날개 폭은
70cm 입니다. 숲에 사는 다른 동물들은 무덤새, 바늘두더지, 바위 왈라비, 주머니쥐 및
개구리가 있습니다.
숲과 양치 식물 FOREST AND FERNS
기후가 변화하고 더 건조해짐에 따라 식물들은 습한 열대 우림에서 건조한 열대 우림
환경을 적응했습니다. 오늘날 산불, 잡초 및 저기압이 건조한 우림을 위협합니다.
양치식물인 tectaria devexa 는 Sky Window 로 물러섰습니다. 매우 연약하며 멸종위기
복구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거대 동물 MEGA FAUNA
브리즈번에 있는 퀸즈랜드 박물관의 고생물학자들은 500,000 년의 열대 우림 동물
군에서 200,000 년 된 건조 동물 군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 동굴의
동물지 변화에서 고생물학적 기록 중 가장 긴 화석 퇴적물을 발견했습니다. 유대류
사자, 태즈 매니아 호랑이, 큰 용과 같은 화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기후 변화,
동물의 멸종 및 현대 호주 동물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올빼미가
가져오고 박쥐 구아 노에 묻힌 작은 뼈들의 화석 이야기와 발굴 장소는 화석 탐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