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Asian Ecotourism Network, AE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는 아시아 각 국가 내에 

있는 생태관광 관련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시아 생태관광의 현황’ 보고서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아시아 

현황을 공유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Email : asianecotourismnetwork@gmail.com. 

Tentative Operational Website: http://amormasa.wix.com/ecotourismasi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roups/asianecotourismnetwork/  

 

  



Asian Ecotourism Network (AEN) 

Ecotourism Organization Profile Questionnaire 

기본 정보 

기관명  

설립년도  

표적시장  국제     국내    국가내 지역 

기관의 유형 

(하나만 선택) 

 정부 후원 기관            학자그룹 

 사업체 연합               NGO 또는 비영리조직 

 지역기반 단체             기타(                     ) 

공식웹사이트  

주소  

직원 현황 정규직 직원 수:  

계약직 직원 수: 

인턴사원 수: 

연간 재정규모 (US$/년 또는 원/년) 

회원현황 총 회원 수:  

회원유형 유형별 연회비 (US$ 또는 원) 

  

주요 재정 출처 

(모두 표시) 

 외부 후원금(국제기구(단체)로부터의 후원금 포함) 

 정부지원금 

 회원 회비 

 프로젝트 수익금 

 상품판매 (상품설명:                                ) 

기관에 대한 간략 설명 목적 :  

 

주요 활동영역 : (모두 선택) 

 보전            지역사회 개발 

 교육/훈련 

 기타 (설명:                                            ): 



활동 정보 

참여하셨거나 참여중인 프

로젝트를 모두 표시해 주십

시오. 

 정책 개발 

 인증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지역기반 관광 개발 

 교육/훈련 

 비즈니스 개발 

 기타(설명:                                     ) 

귀 기관은 인증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예 

- 인증부문은? 

 관광지         숙박시설 

 여행사         여행상품 

 기타(                ): 

 아니오 

 개발 예정이거나 개발중 

귀 기관은 생태관광 지침이

나 행동강령을 갖고 계십니

까? 

 생태관광 지침 및 행동강령 모두 있음 

 지침만 있음 

 행동강령만 있음 

주: 타 기관의 지침이나 행동강령을 채택해 사용하고 계신 경우

에도 “예”에 해당됩니다. 

귀 기관이 현재 수행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명 또는 활동명: 

실행지역: 

실행기관: 

재정출처: 

가장 중요한 귀 기관의 협

력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최

대 2개 선택) 

 정부(중앙/지방)             관광산업부문 

 지역사회                   다른 NGOs 

 기타 (                                     ) 

국제기구(단체)와 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                                            ) 

 아니오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입

니까? 

 재정적 어려움         인력자원 

 정부의 무관심         대중 무관심 

 기타(                                                 )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AEN)와의 파트너십 

다른 국제기구(단체)에 회원

으로 가입해 있으십니까? 

 예 (단체명:                                       ) 

 

 아니오 

무료가입이 가능하다면, 아

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에 회

원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이유는?                                         )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와 

함께 일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정보 교류 

 교육/훈련 

 인증 

 지역기반 관광개발 

 네트워킹 

 재정확보 

 기타(                                               )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에 

바라시는 점은 무엇입니

까? 귀 기관에서는 AEN을 

어떻게 활용하시기를 원하

십니까? 

 

아시아생태관광네트워크에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면? 

 

 

 

 

연락담당자 

연락정보 이름: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