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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EEKS COMMUNITY INPUT FOR CITY MANAGER SELECTION
새로운 시 매니저 채용을 위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As part of the recruitment process for selecting a new City Manager, the City

of Garden Grove is seeking input from the community on what they consider to be

the qualities and experience needed for the next City Manager. The City is

providing an online survey in English, Spanish, Vietnamese, and Korean, as well as

a community forum to obtain public feedback.

가든 그로브 시는 새로운 시 매니저를 선택하기 위한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다음 시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경험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준비된 온라인 설문

조사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포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ity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of working, on behalf of the

community, to choose the best quality leadership for this city. To do that, it's

important for us to know what qualities they believe a City Manager must possess

to best serve the interests of our city and our community. What the community

wants will weigh heavily on our selection process," says Garden Grove Mayor

Bao Nguyen.

“시의회는 지역 사회를 대신하여 최고의 리더십으로 시를 이끌어 갈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는 시 매니저가 우리의 도시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저희의 선택 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입니다." 라고

가든 그로브시의 시장인 바오 누엔씨는 말씀합니다.

The community can now access a brief online survey through the City’s

website at www.ci.garden-grove.ca.us, through the City’s Mobile App, or by going

directly to https://www.surveymonkey.com/s/GGCityManager.  The survey can also

be obtained and returned at Garden Grove City Hall, at 11222 Acacia Parkway.

시민 여러분들은 가든 그로브 시 웹사이트 (www.ci.garden-grove.ca.us) 나 시의 모바일 앱

(https://www.surveymonkey.com/s/GGCityManager)을 통해 간단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조사서는 11222 Acacia Parkway에 위치한 가든 그로브

시청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하신 설문 조사서는 시청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A community forum will take place on Thursday, March 12, from 5:30 p.m. to

7:30 p.m. in the Garden Grove Community Meeting Center, located at 11300

Stanford Avenue.

커뮤니티 포럼은 3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30 분부터 오후 7시 30 분까지 11300

Stanford Avenue에 위치한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미팅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The forum will be facilitated by representatives from CPS-HR, the executive

search firm hired by the City to recruit the next City Manager. Refreshments will be

served.

커뮤니티 포럼은 시가 새로운 시 매니저 채용을 위해 고용한 CPS-HR에서 나온 임원

검색 회사에 의해 진행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포럼에서는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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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osing filing date for the City Manager position is March 23, 2015, after

which preliminary interviews will take place.  The Council’s final determination is

expected to be announced by June 2015.

새로운 시 매니저 채용 서류 마감일은 2015년 3월 23일이며, 그 후에는 예비 면접을

진행합니다. 시위회의 최종 결정은 2015 년 6월경에 발표 할 예정입니다.

Appointed by the Garden Grove City Council, the City Manager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y, overseeing the operations of the City’s nine

departments.  The City Manager is responsible for planning, directing, and

managing all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ity, ensuring that all public services

are delivered in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The City Manager also

implements policy decisions made by the City Council and facilitat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ity goals and objectives.

가든 그로브시 시의회에 의해 임명될 시 매니저는 시의 아홉 부서의 작업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시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시 매니저는 모든 부서의 활동과 운영을 계획, 연출, 그리고

관리하여 모든 공공 서비스가 시와 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 매니저는 시의회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구현하고 시의

목적과 목표의 개발 및 구현을 실행해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or to provide additional feedback, please contact Frank

Rojas, Executive Recruiter, CPS HR Consulting, at (916) 471-3111, or email at

frojas@cpshr.us.

더 자세한 내용 필요 하시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CPS HR 컨설팅의 프랭크

로하스 담당자께 전화번호 (916) 471-3111 또는 이메일 주소 frojas@cpshr.u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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