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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 아시아사무소는 한국의 DMZ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환경보전, 사회와 자연의 연결을 통한 환

ESP 아시아사무소는 2016년 제1회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총회에 참석한 22개국 참가자들

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연구,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고 아시아권

이 합의하여, 한국 DMZ와 같은 단절된 생태계를 공존의 생태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

생태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합니다.

기도 DMZ 일원에 설립되었습니다.

ESP Asia Regional Office advocates ecosystem conservation in Asia including transboundary

In 2016, the ESP Asia Regional Office was established i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ue

areas (e.g. DMZ areas of Korea), conducts ES research for nature-based solutions by

to active support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Asian ESP members after the

connecting people and nature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sists ES policy development

inaugural ESP Asian Regional Conference. The Asia Office is located close to DMZ (demilitarized

& implementation, and supports ES networking & project collaboration in Asia.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sonating the meaning of “Nature for Peace” in
transboundary areas.

아시아권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위한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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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

ESP 아시아사무소 활동 참여방법
Welcome to ESP Asia Community!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은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08년 창립된 생태계

생태계서비스는 인간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서비스 전문가단체로,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전 세계 85개국의 생태계서비스 정책기관 및

증진을 위하여 공동 연구, 회원가입, 후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ESP) is a professional network of ecosystem services and

Ecosystem services are connected to human wellbeing directly and indirectly. We welcome

was established in 2008 to further enhance the appl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nature

your participation to conserve and enhance ecosystem services in Asia through joint research,

conservation, ecosystem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Its headquarter is located in

membership activities, campaign and volunteering. Partner up with ESP Asia and join in the

the Netherlands and ESP connects over 3,000 ecosystem services scientists, policy makers and

global effort for sustainable future of our Natural Capital!

practitioners around 85 countries in the world.
ESP는 생태계서비스 연구, 정책개발, 현장에서의 이행 지원을 위하여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 네
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생태계서비스 전문 지식과 분야별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 산업
계,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SP facilitates a growing number of National Networks and Regional Chapters in order to

공동연구
Joint Research

회원가입
Membership

후원
Sponsor

자원봉사
Volunteer

support ES research, ES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at local level. Based on
in-depth knowledge and hands-on field experiences, we support multidisciplinary joint-projects
문의 / Contact : info@esp-asia.org

among governments, business, and research agencies.

회비 납부 및 후원 계좌 / Bank Account : 우
 리은행 / Woori Bank in the Republic of Korea
1005-603-132314

Key Services

Training & Education

Networking & Outreach

Guidelines & Toolkits

Case studies & Key sites

Support or funding &
cooperation

Data &
Knowledge Sharing

P.O. Box 570, Wageningen, the Netherlands

www.es-partner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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