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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FORM

MEMBERSHIP 
CATEGORY

MEMBERSHIP 
DETAILS

LEADER OF 
EXECUTIVE 
AUTHORITY 

CONTACT 
INFORMATION 

CLUSTER

Full Member  |  정회원 
Local author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국내 지방자치단체 (도/시/구)

Official Name  |  도시/기업 명칭 

Name  |  이름 

Name  |  이름 

Please select up to 2 Clusters that your city/organization/corporation would like to 
be part of  |  최대 2개까지 분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I,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apply for the CITYNET membership. 
In addition, I agree to the following service agreements: 
     to respect the regulation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as endorsed in the Network Charter; 
     to support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Network by responding to periodic requests for information; 
     to participate in the Network in a professional and respectful manner that supports the mandate of CITYNET, and 
     to positively engage and support fellow CITYNET members.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대표 자격으로 시티넷 멤버십을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네트워크 헌장에서 승인 된 회원 자격 및 규정을 존중한다.

         정기적인 연락에 답변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지속 및 발전을 지원한다.

         시티넷의 권한을 지지하고 정중하게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타 시티넷 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g. Ms./Mr./Dr. )

(e.g. Ms./Mr./Dr. )

City and Country / Region  |  위치한 도시/국가 

Title  |  직책 

Position  |  직책 

Telephone  |  연락처 

E-mail  |  이메일 

Address  |  주소 

Website  |  웹사이트 

Population  |  도시인구 

Corporate Member  |  기업회원 

Associate Member  |  준회원 
       Local authorities outside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아태지역 외 지방자치단체

       National level organizations  |  국가기관

       Development authorities  |  개발기관

       Research / Training / Academic institutions  |  연구소/훈련기관/교육기관  
       Non-government organizations  |  비정부기구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

       Disaster management  |  재난관리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Infrastructure  |  인프라

Signature  |  서명 Name  |  이름 Date  |  날짜 

회원 구분

회원 세부사항

담당자 연락처

분과

시장/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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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FOR 
JOINING CITYNET

An opportunity to stage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connect and share best practices
우수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 및 참여 기회

Training and learning opportunity for city leaders and decision makers
도시 리더 및 의사 결정권자를 위한 교육 및 학습 기회

Acquisition of the latest information through publication, periodicals and social media
간행물, 정기 간행물 및 SNS를 통한 최신 정보 수집 및 홍보

Networking with urban stakehold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Other 기타

Implementation of tangible projects in response to long-term urban challenges
장기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 프로젝트 개발

시티넷에 합류하는 이유

관심 분야

다른 시티넷 회원에 기여 가능한 분야

협력중인 파트너 기관

협업을 희망하는 프로젝트 유형

       City-to-City cooperation  |  도시 간 협력
             Knowledge / Experience sharing  |  지식 / 경험 공유

              Technology transfer  |  기술 이전

              Capacity building  |  역량 강화

       Research contributions  |  리서치

             Other 기타

WHAT CAN YOUR 
CITY/ORG./COR. 
CONTRIBUTE TO 
OTHER CITYNET 
MEMBERS

       Multilateral organizations  |  다자간 기관   :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UN affiliations  |  UN 기관   : UNESCAP, UN-Habitat, UNDP, UNICEF

              Aid agencies  |  원조기관   : JICA, KOICA

       Regional network   : UCLG, ICLEI, C40

             Other 기타

PARTNERS YOUR 
CITY/ORG./COR. 
IS WORKING WITH 

       City-to-City cooperation  |  도시 간 협력
             Capacity building workshops  |  역량강화 워크샵

              CityNet Services  |  시티넷 서비스

              Mayoral leadership workshop / forum  |  시장단 포럼 및 워크숍

       Urban planning / Smart cities / Livable citiess  |  도시 계획 / 스마트 도시 / 살기 좋은 도시

       Integrated and sustainable water/ waste management  |  상하수도 / 폐기물 관리

       Urban infrastructure financing workshops  |  도시 인프라 파이낸스 워크샵

             Other 기타

TYPE OF 
PROJECTS AND 
ACTIVITIES YOUR 
CITY/ORG./COR. 
WOULD LIKE 
CITYNET TO 
ORGANIZE

Other  |  기타

       Solid waste management  |  고형 폐기물 관리
             Water and sanitation  |  상하수도, 위생

              Governance  |  거버넌스

              Efficient implementation procedures 
       |  효과적인 도시사업발전

        Slum upgrading  |  도시 재생

        Food supply system  |  식품 공급

               Empowerment of women  |  여성 권리

               Other 기타

        Privatization and land use planning  
        |  민영화 및 토지 이용 계획

        Other 기타

        Evacuation planning  |  재난 대책

        Other 기타

        Pollution control  |  환경오염 관리

        Greenery  |  친환경

               Technology innovation  |  기술 혁신

               Other 기타

       Employment generation  |  고용 창출
             Education  |  교육

              Micro-finance  |  마이크로 파이낸스

              Decentralizing authorities  |  지방 분권

       Integrated urban planning  |  통합 도시 계획
             Heritage Conservation  |  도시 유적지 보호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  통합 교통 시스템

       Disaster resiliency
             Disaster recovery  |  재해 복구

URBAN 
CHALLENGES IN 
YOUR CITY/ORG./
COR.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

SDGs

Infrastructure  |  인프라

Disaster management  |  재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