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etan Royer  
실천할 수 있는 May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더십 – 경험 – 성공  
 
Gaetan 은 리더입니다. Gaetan 은 포트무디를 진심으로 아끼며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리더입니다. Gaetan 은 

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캐나다 군대 소속 엔지니어로도 활동하였습니다.  
 
Gaetan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포트무디의 시티 매니저로 활약하였으며 그 외에 써리, 메트로 밴쿠버, 

화이트호스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였습니다. 도시와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주민들의 질문에 신속히 대답합니다.  
 
Gatetan은 성공했습니다. Gaetan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출판 작가이며 포트무디의 커뮤니티 리더입니다. Gaetan 은 로터리 클럽과 함께 처음으로 포투무디 테리 폭스 

달리기 ( Terry Fox run) 을 개최하였으며 Crossroads Hospice 와 포트무디 올림픽 아이스 아레나를 위해 

많은 모금을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호에 앞장서며 새로운 Mossom Creek Fish 

Hatchery를 디자인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제 조치 

우리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내 사업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바로 포트무디 도시 내에 쓰여지며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가 되어야 합니다.  

통근 시간을 줄이며 급여가 좋은, 새로운 비지니스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짜여진 메이어가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  

포트무디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우리는 이 도시를 보호해야합니다. 모두가 깨끗한 공기와 물을 원하지만 그 

바람들을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Rocky Point Park를 

더 넓힐 수 있는 메이어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며 포트무디가 살기 좋은 도시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할 때 입니다. 
 
대중교통 & 교통정체에 따른 조치 

포트무디의 대중교통과 교통정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 생기는 스카이 트레인 라인과 버스들을 

연결 해 줄 수 있는 메이어가 필요합니다. 도로 정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막힌 도로들을 뚫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입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그 해결방안으로 차를 

구입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포트무디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이어가 필요합니다.  

 

11월 15일 일요일 선거는 어디서 하나요? 
Glenayre Elementary School - 495 Glencoe Drive  Moody Elementary - 2717 St. Johns Street 
Heritage Mountain Elementary School-125 Ravine Drive Port Moody Recreation Complex - 300 Ioco Road 
  
더 일찍 투표할 수 있나요? 

수요일, 11월  5일 

토요일, 11월  8일 

장소: Galleria, Port Moody Civic Centre, 100 Newport Drive, Port Moody 
시간: 8 am to 8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