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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음수대

출입구

범례길동생태공원의 습지길동생태공원의 습지
습지는 물을 담고 있는 땅으로 많은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귀중한 

생태자원입니다. 길동생태공원에는 26,127㎡의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도심에서 보기 힘든 애반딧불이, 나비잠자리, 낙지다리 등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농촌체험학습장농촌체험학습장
계절별로 향토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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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백로

3차 소3차 소비자비자
20여 종 

육식성 조류

큰자실잠자리 고추잠자리

2차 소비자2차 소비자
60여 종 잠자리 등 

육식성 곤충

연못하루살이 두꺼비올챙이 또아리 
물달팽이

우묵날도래

1차 소비자1차 소비자
76여 종

초식성 수서생물

개구리밥 수련 노랑꽃창포 부들 고마리

생산자 생산자 
250여 종 

수생식물

길동생태공원 습지 생태 피라미드

반딧불이체험관반딧불이체험관

생태숲

농촌체험학습장

길동생태공원의 생태숲길동생태공원의 생태숲
길동생태공원에서는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자연림과 애반딧불이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 북·동쪽에 위치한 숲은 

다람쥐, 족제비, 꾀꼬리, 파랑새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처입니다. 

길동생태문화센터길동생태문화센터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의 생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길동생태공원 이야기
사계절 색다른 식물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껴요

식물
친근한 곤충과 보기 힘들었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곤충이 살고 있어요

곤충
한반도 고유종 고라니 등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동물

북방산개구리 (서울시 보호종)

물속 돌 밑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3~4월경 

짝짓기 후 알을 낳고, 반딧불이 자연서식지, 

습지, 논 등에 서식

길동생태공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생물 서식처와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공간이자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이해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길동생태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서식처로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자연 관찰·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대별로 1회당 30~40명, 

일일 총 입장정원 4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길동생태공원에는 총 2,985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생물종 

조사 결과, 포유류 16종, 조류 131종, 양서·파충류 13종, 

어류 21종, 거미 155종, 곤충 1,186종, 식물혹 200종, 

수서무척추동물 134종, 식물 684종, 버섯 445종 등  

총 2,98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985종

400명

1999년생

다채롭고 특별한 버섯을 찾아보세요

다람쥐 (서울시 보호종, 한반도 고유종)

한반도 고유종으로 줄무늬가 특징. 도토리나 

밤이 주식이며, 생태숲 땅 속에서 주로 생활함

영지

참나무과의 고사목이나 뿌리,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1년생 약용버섯으로 7~9월경 관찰 가능

큰줄흰나비

날개에 검은 줄무늬가 있으며 애벌레시기에

미나리냉이를 주로 먹는 초지성 곤충

쌍꼬리부전나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6~7월경 생태숲에서 매년 출현.  

고목에 사는 개미가 애벌레를 대신 키움

섬서구메뚜기 

농촌체험학습장에서 7~10월경 관찰됨. 

수컷이 작아 짝짓기 하는 모습이 아기 업는 

것처럼 보이며 갈색형과 녹색형이 있음

                                          산호랑나비

봄에는 방풍잎을, 가을에는 구릿대잎을 먹으며 

애벌레는 냄새뿔로 방어 행동을 함

뽕나무 

습윤한 곳을 좋아하여 공원의 습지 주변에서 

자라며, 누에나방 애벌레의 먹이식물, 

열매는 ‘오디’라 부름

노랑망태말뚝버섯

한여름 장마 후 숲에서 관찰됨. ‘드레스버섯’, 망토를 

펼치는 시간이 짧아 ‘하루살이버섯’이라고도 부름

애반딧불이

애벌레는 깨끗한 논과 습지에서 서식하며,  

6월 중순경 성충이 되어 불빛을 냄

두점박이좀잠자리 

가을 대표 잠자리. 얼굴에 검은 점이 

두 개 있고 가을이 되면 수컷은 혼인색으로 

배가 붉게 변함

대왕나비

7월경에 관찰 가능하며, 

애벌레 때 참나무 잎을 먹고 성장함

산국

공원 입구 근처에 서식. 가을 국화 중 가장 늦은 

10월 중순에 노란색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

갯버들

습지에서 볼 수 있는 키작은나무로 털이 많은 

꽃봉오리인 ‘버들강아지’를 이른 봄에 볼 수 있음

되새

농촌체험학습장 느릅나무 군락지에서 주로 관찰되며, 

나무열매를 좋아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겨울철새

꾀꼬리 (서울시 보호종)

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입하 즈음 도래하여 

생태숲 참나무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

박새 (서울시 보호종) 

공원의 우점종으로 나무구멍이나 인공새집에서 

번식. 동절기에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텃새로 

연중 관찰 가능

금낭화

4월경 연한 홍색의 주머니모양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로 생태숲에서 군락을 이룸

                                                 구릿대

햇빛이 잘 들며 물기가 많은 공원 도처에 

서식, 2m이상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산호랑나비의 먹이식물   

프로그램 참여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yeyak.seoul.go.kr)

  ㅣ매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

•초, 중, 고교, 장애인 학교, 성인 단체 해설 등은 유선 신청 

    (      02-472-2770)

매년 20종 500여 회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동생태공원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명 운영시기 대상

길동의 자연에 빠지다 연중 어린이 동반 가족

길동 곤충탐사대 봄~가을 초등학생

작은 실천, 에코라이프 연중 어린이 동반 가족

길동생태아카데미 봄~가을 성인

※ 프로그램 운영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연분홍실잠자리 (환경부 기후변화 지표종)

남방계로 수생식물이 풍부한 습지를 선호하며, 

2012년 이후 습지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음

                                            복수초

3월에 가장 먼저 꽃이 피어 봄이 온 것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 여러해살이풀로 

생태숲 초입에 서식

노랑어리연꽃

작은 노란색 꽃이 6~9월까지 피는  

여러해살이풀로 습지에서 볼 수 있음

매화

이른 봄 잎이 나기전 향긋한 꽃인 ‘매화’가 피고

이른 여름  달리는 열매 ‘매실’은 식용·약용함

갈참나무 

참나무 중 비옥하고 습윤한 곳에서 자람.

생태숲 우점종으로 둥근 깍정이를 쓴 

타원형의 도토리가 달림

사슴풍뎅이

애벌레는 생태숲 부식토에서 자라며, 

체액과 흙으로 번데기방을 만듦. 5~6월경에 

생태숲에서 관찰할 수 있음

흰뺨검둥오리

철새였다가 전국적으로 텃새화된 오리로 

논병아리못 물가주변에서 번식. 암수 모두 

부리 끝이 노란색임  

고라니 (한반도 고유종) 

생태숲에서 매년 번식. 물가를 좋아하여 

‘water deer’라 부르는 한반도 고유종

오시는 길

강동자이 APT

중앙보훈병원
길동생태문화센터

프라자 APT

강동그린웨이입구

허브천문공원강동역 4번출구

중앙보훈병원역 3번출구

길동생태공원

천호대로천호대로

서하남IC서하남IC

둔촌역 2번출구

5

5

9

            시내버스

길동생태공원 하차  l  342, 2312, 3412

LG강동자이아파트 하차 후 상일IC 방향으로 도보 10분 이내  l  

341, 370, 9301, 30-1, 30-3, 112, 112-1, 112-5)

            지하철

5호선 강동역 4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342, 370 외)

5호선 둔촌역 2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3412)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3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2312, 342)

            승용차

내비게이션 검색 <길동생태문화센터>, <강동구 천호대로 1298>

상일IC방향 진입 시 P턴 후 좌회전

            공원이용안내

입장시간  l  길동생태공원 10:00~16:00 / 

                    길동생태문화센터 10:00~17:00
인터넷 사전예약  l  yeyak.seoul.go.kr
입장료  l  무료

주소  l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 http://parks.seoul.go.kr
문의  l  02-472-2770

보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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