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 TARGET 
 

Application: Bellevue Diversity Advisory Network 지원서: 벨레브 다양성 자문 

네트워크(Bellevue Diversity Advisory 

Network)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 Name, mailing address,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Do you live or work in Bellevue (Please specify how 
long)? 

• 벨레브에서 거주 또는 근무 

여부(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 Optional: Cultural Identifiers: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race/ethnicity, disability…: 

• 선택 사항: 문화적 지표: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민족, 장애 여부 등 

Please answer 3 of the 4 questions on a separate page. 
No longer than 1 page, single space, type 12 point font. 

별도 페이지에 있는 4 개의 질문 중 

3 가지에 답변하십시오. 1 페이지 이내, 

띄어쓰기 1 칸, 글자 크기 12 포인트. 

1. Please describe why you are interested in serving on 
the Bellevue Diversity Advisory Network. 

1.  귀하께서 벨레브 다양성 자문 

네트워크(Bellevue Diversity Advisory 

Network)의 일원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 Please share your community involvement, 
volunteerism, affiliations and experiences that could add 
to the network. 

2.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는 귀하의 

커뮤니티 참여, 봉사활동, 소속 단체 및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3. What perspectives, skills, talents and abilities do you 
feel you can add to the Bellevue Diversity Advisory 
Network? 

3.  귀하의 어떤 관점, 기술, 재능 및 

능력을 벨레브 다양성 자문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What issues are you most excited about and what 
issues are you most concerned of when reflecting on 
Bellevue’s diverse communities. 

4.  벨레브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 가장 관심있는 

주제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If you have additional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ark Manuel at 425-452-7886 or 
mmanuel@bellevuewa.gov. 

추가 질문 또는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425-452-7886 또는 

mmanuel@bellevuewa.gov 로 Mark 

Manuel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iled applications need to be postmarked by August 20, 
2018.  

우편 지원서는 2018 년 8 월 20 일자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mailto:mmanuel@bellevuewa.gov
mailto:mmanuel@bellevuewa.gov


Please send to: 다음으로 보내십시오. 

City of Bellevue: City Manager’s Office 벨레브시 도시 행정 사무소 

Attention: Mark Manuel 담당자: Mark Manuel 

450 110th Avenue NE PO Box 90012 450 110th Avenue NE PO Box 90012 

Bellevue, WA 98009-9012 Bellevue, WA 98009-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