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
3월 15-17일 & 3월 22-24일 목-토요일
건 연극부의 리어왕 공연, 오후 7시, N 빌딩 계단
3월 16일 금요일
대체 일정 (Calendar 확인)
12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시 15분, 임직원 라운지
3월 19일 월요일
11학년 학부모 모임, 오후 6시, 임직원 라운지
3월 20일 화요일
국제 파트럭 계획 모임, 오후 1시 30분, 임직원 라운지
3월 21일 수요일
“대학 통계 살펴보기”, 오후 7시, 임직원 라운지
3월 26-28일 월-수요일
11학년 CAASPP 시험(Calendar 확인)
3월 26-30일 월-금요일
대체 일정 (Calendar 확인)
3월 28일 수요일
커뮤니티 대학교 정보의 날, 오후 6시 30분, 도서관
3월 20일 금요일
대체 일정, 오후 12시 40분 하교
4월 2-6일, 월-금요일
봄방학 휴교
Thu-Sat, Mar 15-17 & Mar 22-24
Gunn Theatre presents King Lear, 7 PM, N Building Staircase
Fri, Mar 16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Senior Parents Network, 8:15 AM, Staff Lounge
Mon, Mar 19
Junior Parents Network, 6 PM, Staff Lounge
Tue, Mar 20
International Potluck Planning Meeting, 1:30 PM, Staff Lounge
Wed, Mar 21
"Looking at College Statistics," 7 PM, Staff Lounge
Mon-Wed, Mar 26-28
CAASPP Testing for Juniors (see Calendar)
Mon-Fri, Mar 26-30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Wed, Mar 28
Community College Info Night, 6:30 PM, Library
Fri, Mar 30
Minimum Day, 12:40 PM dismissal
Mon-Fri, Apr 2-6
NO SCHOOL, Spring Break

Translation by
Jaegyung Lee

건(Gunn)

Translation by
Jaegyung Lee

PiE 학부모 정보 모집

PiE의 연례 학부모 설문조사를 위해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매년 봄, PiE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각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제공한 정보와 함께 PiE의 기부금이 내년 어디에 사용될
지를 결정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작성 함으로써 PiE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시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달하십시오.

PiE Seeking Parent Input
Please check your inbox for the Partners In Education (PiE) annual parent survey!
Every spring, PiE collects input from the parent community. This information, coupled
with input from each principal, determines where PiE dollars are spent in our schools
the following year. Please complete the brief survey to give PiE feedback and
communicate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2018-2020 사이트 이사회(Site Council) 투표
투표 마감일: 3월 20일 화요일 정오
2018-2020 사이트 이사회의 학부모 후보 명단을 공개합니다. 매년, 사이트 이사회의 학부모 대표자 4명중 2
명은 재선에 나옵니다. 사이트 이사회의 규칙에 따르면, 재임자는 두 번의 연속된 임기(4년)만을 완료할 수 있
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재임자가 없으며 총 9명의 후보가 후보자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투표는 컴퓨터로 가능하며 프론트 오피스에서 투표용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건(Gunn)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어야만 투표가 가능합며, 한 가구당 한 개의 투표만 가능합니다. 각 가구는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과정 또는 사이트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은 (650) 354-8200 으로 전화를, 또는
melderon@pausd.org로 이메일을 작성해주십시오. 투표 결과는 건 커넥션(Gunn Connection)을 통해 공
개될 예정입니다.
Make Your Voice Heard! Vote for 2018-2020 Site Council TODAY!
Voting closes at Noon, Tue, Mar 20
We are pleased to present the slate of parent-candidates for the 2018-2020 Site Council.
Each year, two of the four parent representatives serving on Site Council come up for reelection. According to Site Council bylaws, incumbent representatives can only serve two
consecutive terms (four years). This year no candidates are running for re-election. There
are nine new candidates who have prepared candidates' statements.
Submit your ballot electronically OR paper ballots will be available in the front office. Note:
You must have a student attending Gunn this year to vote. Only ONE ballot per household
accepted. You can vote for 2 candidates per household.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lection process or the Site Council, please call the office (650) 354-8200 or
email melderon@pausd.org. Election results will be announced via the Gunn
Connection. VOTE NOW!!!

건 국제 파트락(Potluck) 계획 모임
3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임직원 라운지
연례 건 PTSA 국제 파트락은 4월 19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본 이벤트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
면 건 임직원 라운지에서 3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계획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본 이벤트
는 세계어 부서에서 4월 16-20일중 개최하는 건의 국제 축제 주간에 열립니다. 만약 흥미가 있지만 본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우시다면 GunnPTSA@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Gunn International Potluck Planning Meeting
Tue, Mar 20, 1:30 PM, Staff Lounge
The annual Gunn PTSA International Potluck is Thursday, April 19th at lunchtime. Any
parent interested in helping to organize the potluck can come to the next planning meeting
on Tuesday, March 20th in the Gunn Staff Lounge starting at 1:30 PM. The International
Potluck is held during Gunn's International Week festivities from April 16-20 with the World
Languages Department. If you are interested and cannot attend the meeting, please
contact: GunnPTSA@gmail.com.

건 대학 & 커리어 센터 - 오는 행사들

오인드릴라 레이(Oindrila Ray)와 함께하는 “대학과 관련된 통계 살펴보기”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임직원 라운지
“O list”의 설립자가 생각을 공유하러 올 것입니다.
커뮤니티 대학에 관한 정보의 밤
3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도서관
펠리시아 파헤이(Felicia Fahey)와 함께하는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임직원 라운지
파헤이 교수님은 라틴 아메리카 문학 교양 과목(Lat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에서
PhD를 얻었습니다. 파헤이 교수님은 건에서 자주 대학 에세이 작성과 대학 경로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
는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이벤트에서 그녀는 최근 다녀온 유럽 대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Gunn College & Career Center--Upcoming Events
"Looking at the Statistics Connected with College," with Oindrila Ray
Wed, Mar 21, 7 PM, Staff Lounge
The "O list" founder will be here to share her insights.
Community College Information Night
Wed, Mar 28, 6:30 PM, Library
"The Changing Trends in College Admissions," with Felicia Fahey
Tue, Apr 24, 7 PM, Staff Lounge
Ms. Fahey earned a PhD in Lat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Ms. Fahey is a
frequent volunteer at Gunn on college essay writing and college pathways students. She
recently toured colleges in Europe and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at at this event.

지난호에서:

건 연극부 공연 - “리어왕"

Translation by
Philip Chung

개막 갈라: 3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반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실외 공연 : 3월 15일-17일 및 3월 22일-24일 목-토, 오후 7시 반,
N 빌딩 계단(N Building Staircase)
건 연극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정점인 리어왕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본 연극은 3월 15일,
16일, 17일, 22일, 23일, 24일 오후 7시반에 스판겐버그 극장 (Spangenberg Theater) 뒤에 위치한 N 빌딩
에서 실외공연될 예정입니다. 개막 기념 갈라쇼(Opening Night Gala)는 3월 15일 오후 5시 반에 임직원 라
운지에서 공연됩니다. 갈라쇼 입장료는 $25이며, 간단한 음식을 포함하며, 공연에 앞서 셰익스피어 연구자이
신 팀 파렐(Tim Farrell)씨께서 서문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갈라쇼 이외의 공연은 전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날씨가 서늘하니 담요, 간이 의자, 그리고 외투를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는 따
뜻한 음식과 음료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희대의 명작 중 하나로 칭송받는 암울과 절망의 비극 작품이다. 이 고통스러운 사랑, 상
실, 인내,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는 400년 넘게 관중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모든 비극의 발단은 노쇠한 왕이 자
신의 왕국을 세딸에게 상속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어왕은 그를 정의하던 모든 것을 예상치 못하게 잃으며,
이는 만물의 가역성을 시사한다. 환상적인 언어의 미학, 음악, 조명, 그리고 열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공연은
가히 건 연극부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12학년 피크닉과 졸업 파티 조기 신청

Translation by
Frances Kim

신청 마감: 5월 18일
현재 참가비는 피크닉 75달러, 졸업 파티 140달러이며, 5/19부터는 피크닉 85달러, 졸업 파티 15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등록 및 세부 정보는 (https://sites.google.com/site/2018gunnseniorparty/)를 참조하십시
오. 조기 등록의 혜택을 누리려면 3/18까지 온라인 등록 및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피크닉은 5/30, 산타 크루즈 비치 보드 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졸업 파티는 5/31에 열릴 예정인데, 장소는
도착할 때까지 비공개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석은 선택이나 가급적 모든 12학년이 참석하길 희망합니다. 장학
금 기부를 아직도 받고 있으며 기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졸업 파티 위원회, Bin He, Nancy Smith, Elisa
Yu, gunn.seniorparty@gmail.com.

팰로 앨토 학부모 교육 시리즈 소개, "대학 입시 경쟁에 대해 재고하며: 회사들이 정말로 원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오후 6시 30분 입장)
팰리 PAC(Paly PAC)
아마존, HP, 구글, KleinerPerkings, 리비에라 파트너, 블루 진 네트워크와 같은 주요 실리콘 밸리 기업들과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이 토론에 참가합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스페인어와
중국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http://
whatcompanieswant.eventbrite.com). 이 행사는 건과 팔리 PTSA 학부모 교육 위원회의 공동 벤처에서
후원하는 학부모 교육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2018-2019년도 건 PTSA 이사회 후보 명단

선거일: 4월 12일 오후 6시 30분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PTSA의 공천위원회에서 2018-2019년도 건 PTSA 이사회 후보로 아래의 사람들을 지명했습니다. 선거는 4
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임직원 라운지에서 열리는 PTSA 모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13일 전에
PTSA에 들어오신 모든 멤버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케리 웨그너(Keri Wagner),
keriwagner@gmail.com.
책무(Position)

후보자(Nominee)

회장(President)
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
지역사회활동 부회장(VP Community Activities)
지역사회활동 공동 부회장(Co-VP Community Activities)
세입 부회장(VP Ways & Means)
세입 공동 부회장(Co-VP Ways & Means)
커뮤니케이션 부회장(VP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공동 부회장(Co-VP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공동 부회장(Co-VP Communications)
비서(Secretary)
공동 비서(Co-Secretary)
회계 담당자(Treasurer)
공동 회계 담당자(Co-Treasurer)
회계 감시관(Auditor)
공동 회계 감시관(Co-Auditor
사학자(Historian)

Sigrid Pinsky
Kimberly Eng LEe
Elisa Yu
Heewan Park
Cinnamon Chu
Karen Jacobson
Mary Falcon
Annie Bedichek
Jenny Chang
Lili Nova-roessig
Claire Kirner
Karrie Chen
Claudia Yu
Xin Liu
Colleen Petersen
Paul Sakuma

12학년 졸업의 밤 위원회(Grad Night Committee)의 감사의 말

2월달 수 홍(Su Hong)에서 진행된 저녁 식사 이벤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전
학년의 건 학생 및 학부모, 팔리로부터의 친구들 등등 팰로 앨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이 12학년 소풍(Senior
Class Picnic)과 졸업 파티(Grad Party)의 장학금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과 수 홍의 친절한 기부에 감사를 전하며, 2018년도 졸업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2학년은 팰로 앨토의 쉐어티(Sharetea)에서 겨울 댄스(Winter Dance)중 버블 티를 기부하여 모금
활동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건 운동부 소식(Gunn Athletics)

Translation by
Jeeyoo Kim

금주의 운동선수

건 체육 진흥회는 금주의 운동선수로 남자 골프팀에 속한 앤디 조(Andy Zhou)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Athlete Recognition
Gunn Sports Boosters would like to recognize Andy Zhou for Boys Golf for Honorable
Mention for Athlete of the Week.

지난호에서:

Translation by
Jaegyung Lee

진흥회(Boosters) 회계 담당자 모집중

건 체육 진흥회(Gunn Sports Boosters)에서는 2018-19학년도의 회계 담당자를 모집하고있습니다. 본 직
업은 봉사활동이며, 퀵북(Quickbooks)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세금 준비(Tax Preparation)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흥미가 있으시다면 pep@pamperez.com으로 이메일을 작성해주십시
오.

금주의 운동선수

건 체육 진흥회에서는 금주의 운동선수로 남자 농구부 대표팀에 소속한 브렌단 모라(Brendan Mora) 선수를
지명합니다. 이 학생은 지난주 중심 해안 부문(Central Coast Section) 2부(Division 2)에서 두 개의 경기를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파이오니어(Pioneer)와의 경기에서 21점을, 윌로우 글랜(Willow Glen)
과의 경기에서는 총 32점을 득점하였습니다.

PAUSD & PTAC

Translation by
Jeeyoo Kim

**새 소식** 임시 관리자의 주간 메시지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에서 임시 관리자의 주간 메시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곳에 주간
메시지 링크를 첨부합니다.
링크: https://www.pausd.org/news
**NEW** Read the current message from our Interim Superintendent
We will re-post Karen Hendricks' communications here each week, in case you missed it
on her Friday Infinite Campus email to you. Visit https://www.pausd.org/news for the latest
message from Karen Hendricks.

PAUSD 세컨데리 아트(Secondary Art) 전시회

1월 11일 - 2월 9일: 팰로 앨토 고등학교와 터먼 중학교
2월 12일 - 3월9일: 건 고등학교와 조던 중학교
3월 13일 - 4월 13일: 조던 중학교
월-금 오전 8시 - 오후 4시 메인 홀웨이(Main Hallway, 25 Churchill Ave)
이 전시회는 PAUSD의 6-12학년 시각 예술 학생들이 그림, 물감, 사진, 프린트 메이킹(printmaking), 그래픽
디자인, 조각, 도예, 유리공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새 소식** 학부모 이벤트: “디지털 안전과 미디어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헤이마켓 극장(Palo Alto High School Haymarket Theater)
PAUSD가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지방 부검사 엔젤라 알보라도(Angela Alvarado)를 맞는 유익한 미팅에 참석
해 주세요. 이 미팅은 아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퍼블리셔로서는 어떤지, 온라인
디지털 명성, 따돌림, 섹스팅(sexting), 범죄 활동을 주제로 합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도 준비되어 있습니
다. 이 미팅은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며, 학부모님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NEW** Parent Event: "Digital Safety and Media Safe Kids"
Wed, Mar 21, 7 PM, Palo Alto High School Haymarket Theater
Please join PAUSD in Welcoming Santa Clara County Deputy District Attorney Angela
Alvarado for an Informative evening. Topics will include: how our kids communicate, our
kids as publishers on the internet, digital reputation online, and bullying, sexting and
criminal activity. There will be translation in Chinese and Spanish. Event is FREE, Parents
Only please. See additional information here.

버스 운전사를 위한 아침식사

Translation by
Jaegyung Lee

감사 메세지 마감일: 4월 22일 일요일
기부금 마감일: 4월 26일 목요일
매년, 팰로 앨토 CAC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을 주는 버스 운전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이벤트는 4
월 26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버스 운전사 사무실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버스 운전사의 친
절함과 헌신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CacBusDriverAppreciation@gmail.com으로 감사장을 보내십시오.
만약 아침 식사, 기프트 카드 등등을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4월 22일까지 메세지
를 보내주십시오. 본 이벤트는 cacpaloalto.org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회 운영위원 모집

Translation by
Haesung Huang

학부모회 임명 위원회에서 2018/19년도 학부모 이사회의 멤버로 활동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에
대한 강한 리더쉽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이미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
신 분이나 교육구 차원의 리더쉽을 발휘하고자 하는 분 등을 환영합니다. 모집하고 있는 직책은 학부모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비서, 회계 담당자, 서기, 변호사, 홍보, 지역담당, 교육담당, 보건담당, 부모
교육, 감사, 리더쉽 서비스 담당 등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학부모회 임명 위원회 (pat@magic.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Community)

Translation by
Jeeyoo Kim

리드(LEAD: Learning Engagement Asset Development)
3월 15일-4월 19일 오후 4:30-5:30, 오후 5:30-6:30 (고등학생 멘토들만)
YMCA, 3412 Ross Rd, Palo Alto
YCS(Youth Community Service)와 팰로 앨토 YMCA가 협력해서 새로운 서비스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LEAD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짝지어
서 봉사활동을 하게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 또는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LEAD: Learning Engagement Asset Development
Thursdays, Mar 15-Apr 19, 4:30-5:30 PM, 5:30-6:30 PM (high school mentors only),
YMCA, 3412 Ross Rd, Palo Alto
Youth Community Service (YCS) and the Palo Alto YMCA are teaming up to host a new
service mentorship program! LEAD is a largely youth-led program where a high school
student will be paired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work together in service to the
community. Elementary students will learn new ways to serve the community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learn leadership skill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enroll
please email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 or
elizabeth.bedortha@ymcasv.org.

풀뿌리 생태계(Grassroots Ecology)와 워터셰드 스튜워즈(Watershed Stewards)
프로그램 봉사 기회
3월 17-31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1시
Elizabeth F. Gamble Garden, 1431 Waverley St, Palo Alto
풀뿌리 생태계와 워터셰드 스튜워즈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가정 친화적이고 재밌는 두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빗물 통, 토박이 빗물정원 설치를 돕고 빗물을 집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세요! 작업복과 튼튼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가입은 gamblegardenpart1.eventbrite.com (3/17),
gamblegardenpart2.eventbrite.com (3/31)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devon@grassrootsecology.org로 연락해 주세요.
Grassroots Ecology and Watershed Stewards Program Volunteer Opportunities
Sat, Mar 17 and Mar 31, 9 AM-1 PM, Elizabeth F. Gamble Garden, 1431 Waverley St,
Palo Alto
Please join Grassroots Ecology and the Watershed Stewards Program for this fun and
family-friendly two-part event! Help install rain barrels and a native plant rain garden and
learn how to use rainwater in your own home! Wear work clothes and sturdy shoes. To
register, visit: gamblegardenpart1.eventbrite.com (3/17) and
gamblegardenpart2.eventbrite.com (3/31)
questions: devon@grassrootsecology.org
Translation by
Philip Chung

레이첼 시몬스 작가가 “참여”에 대해 말합니다, 신간 Enough As She Is 독서 설명회

3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마틴일가 기념 홀, 멘로 고등학교, 50 Valparaiso Ave, Menlo Park
Curse of the Good Girl과 Odd Girl Out의 저자이자 테드 톡스에서 “탄력"에 대해 강연한 레이첼 시몬스
(Rachel Simmons)가 멘로 고등학교에서 그녀의 새 저서 Enough As She Is에 관한 독서 설명회를 개최하
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로리아 스텐넴(Gloria Steinem)은 그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Enough As
She Is는 수 백 만명의 여성을 “소유한다는 것”이 곧 “행함” 뜻한다는 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킬 것 입니다. 여성
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고유한 선택을 할 권리를 갖고있으나, 자신들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외
부적 관념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레이첼 시몬스는 우리에게 여성 권리 혁명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상에 맞게 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보의 첫 단계라면, 혁명의 다음 단계는 바로 여성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
는 것입니다. ” 참석 가능 수는 150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구에서 예약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라
인으로 예매하십시오.
Rachel Simmons Speaking Engagement, Enough As She Is
Mon, Mar 19, 7-8:30 PM, Martin Family Hall, Menlo School, 50 Valparaiso Ave, Menlo
Park
Rachel Simmons, the nationally acclaimed author of Curse of the Good Girl and Odd Girl
Out and TED Talk "Resilience" is beginning her new book tour for Enough as She Is.
Rachel has personally invited the families of Palo Alto schools to join her at the Menlo
School. Gloria Steinem describes Rachel this way, "...may save millions of women from
the idea that 'having it all' means 'doing it all.' Women, as well as men have the right to
make choices that suit us uniquely, yet girls and women are more subject to external
standards that we had nothing to do with creating. Rachel Simmons has given us the next
step in our peaceful revolution: not only changing women to fit the world, but changing the
world to fit women." Limited seating, names checked at door. Reserve tickets online.
150 spaces available.

봉사를 통한 청소년 정체성 확립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미첼 파크 커뮤니티 센터, El Palo Alto Rm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회가 여러분을 연간 모금 오찬에 초대합니다. 본 오찬은 메간 스웨지-포가티(Megan
Swezey-Fogarty)씨가 주선하며, 스탠포드 대학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재단의 관리자인 클레이본 카슨박사
(Dr. Clayborne Carson)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전부학장인 줄리 리트코트-하
임스(Julie Lythcott-Haims)와의 솔직한 담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 입장료와 후원금은 일인당 $25
부터 시작합니다. www.youthcommunityservice.org에 방문하셔서 예약하세요, 참석 가능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로 ycs.annual.luncheon@gmail.com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세요.
Building Youth Identity Through Service, benefiting Youth Community Service
Thu, Mar 22, 11 AM-1 PM,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El Palo Alto Rm
Youth Community Service invites you to join us at our annual fundraising luncheon
featuring a candid conversation, moderated by Megan Swezey-Fogarty, featuring Dr.
Clayborne Carson, Director of Stanford's Martin Luther King, Jr. Institute and Julie
Lythcott-Haims, NY Times best-selling author and former Stanford Assoc. Vice Provost.
Individual tickets and sponsorships start at $25 per person. Visit our website
at www.youthcommunityservice.org to reserve your seats today--space is limited. For
more info, email ycs.annual.luncheon@gmail.com.

팰로 앨토 고등학교 5K 경주
3월 24일 토요일
팰로 앨토 고등학교, 50 Embarcadero Rd
팰로 앨토 고등학교 체육 진흥회(Sports Boosters)와 팰로 앨토 고등학교 육상부(Paly Track & Field Team)
가 5천 미터 걷기 및 달리기 경주를 개최합니다. 5천 미터 달리기에 이어 2천 미터 걷기와 경보, 그리고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경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이크 센터가 자연 친화적 어린이 장애물 경주를 마련하였
습니다. 아울러 저글러, 우쿨렐레 연주자, 풍선 예술가 등이 초대되어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입니다. 팰로 앨
토 고등학교의 버디 프로그램(Best Buddies program)의 후원에 의해 모든 경기는 참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기 등록 할인은 3월 18일에 종료됩니다. 이곳에서 등록하세요.
Paly 5K Fun Run & Walk (for the whole family)
Sat, Mar 24, 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Paly Sports Boosters and the Paly Track & Field Team will be hosting the Paly 5K Fun Run
& Walk on March 24. Along with the 5K run (or walk), we'll have a 2K Stroller Walk and Tot
Trot, and sprint races for elementary school kids. The Riekes Center will be hosting a
nature-based obstacle course for the kids. There will be jugglers, ukulele players, balloon
artists, and more! In partnership with Paly's Best Buddies program, all races are
accessible. Early-bird registration discount closes on March 18th. Sign up here.

어머니들과 학생들을 위한 무료 스트레스 완화 워크샵
3월 24일 토요일, 오후 7-9시 반
요가 소스, 158 Hamilton Ave, Palo Alto
학생들과 어머니들을 스트레스 완화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본 워크샵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을 바로잡으
며 잠재력을 이끌어내세요. 어머니들은 원 스튜디오에서 재클린 롱(Jaclyn Long)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은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대니얼 세이볼드(Daniel Seybold)의 지도를 받게됩니다.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어머니
들 모두 같은 스튜디오에서 이완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워크샵은 무료이며 참가 가능 인원수가 제한되었기
에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FREE Stress Relief Workshop for Moms & Teens
Sat, Mar 24, 7-9:30 PM, Yoga Source, 158 Hamilton Ave, Palo Alto
Moms and teens are invited to come enjoy a nourishing evening together to reduce stress,
restore balance and replenish reserves. Moms will begin with Jaclyn Long in one studio,
and teens will begin in the adjacent studio with Danielle Seybold. At the end of the
evening, moms and teens will be invited into the same studio to practice a sweet
relaxation practice together.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is FREE workshop as space is
limited.
Translation by
Haesung Huang

크라시 하웰(Krassi Harwell)이 함께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요가 수업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2시 - 1시 30분
67 Encina Ave, Palo Alto
자녀가 성장해나가면서의 보람찬 여정을 하는 동안 현명하고 보살피는 어머니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함께
하세요! 요가, 명상,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갈 화목함의 치유 능력(healing power), 힘(strength)과 격
려 실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무료" 수업은 모든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분들을 위한 수업이나, 유아부터
십대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분들께 특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무료” 연수회는 수용가능한 인원이 한정되
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FREE Mindful Moms Yoga Class with Krassi Harwell
Tue, Mar 27, 12-1:30 PM, 67 Encina Ave, Palo Alto
Join our community of wise and caring moms as we navigate the rich and rewarding
journey of raising kids into adults. We will practice yoga, meditate, and tap into the healing
power of togetherness as we share stories, strength and support. This FREE class is for
moms who have kids of all ages - particularly helpful for moms who have toddlers thru
teens!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is FREE workshop as space is limited!

프로젝트 세이프티 넷(PSN) 커뮤니티 모임 : 청소년 심리 건강 프로그램(Youth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3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6시
린코나다 도서관, 1213 Newell Rd, Palo Alto
PSN이 모두를 3월 모임에 초대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심리 건강 프로그램 토의회(forum)에 참석하세요. 토의
회가 끝날 무렵에 참여자들은: 심리 건강 프로그램이 청소년 건강 서비스에 이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 이해하며, 지역 내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청소년 심리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PSN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
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가벼운 간식등이 제공되며, 참석 의사가 있으시다면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
길 바랍니다.
Project Safety Net (PSN) Community Meeting, Youth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Wed, Mar 28, 3:30-6 PM,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You're invited to PSN's March Community Meeting! Please join us for a forum on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for youth. By the end of the forum, participants will: understand the
role of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in the continuum of youth health care services; learn
about the various youth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available in our region; and identify
opportunities to improve youth mental health care utilization and access. Volunteer/service
hours are available to students attending PSN meetings. Refreshments and light snacks
provided. RSVP appreciated.

치매 인식 : 치매와 더불어 사는 팰로 앨토 지역 사회 건설
3월 28일 수요일, 오후 8시-9시
미첼 파크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El Palo Alto Rm
치매를 발견하는 법, 효과적인 대화 방법과 알츠하이머 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과 지역 내의 다른 치매 환
자들을 격려하는 방법등을 배우세요! 일상 생활에서의 소소한 변화가 어떻게 치매 환자들이 독립적이고 사회적
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와 주제에 관한 팰로 앨토 주간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세요.니스 시장(Mayor Kniss) 또한 특별 연사의 일부를 맡았습니다. 참여 신청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minka.vanderzwaag@cityofpaloalto.org 혹은 (650) 463-4953로 문의를
받습니다. 이 행사는 알츠하이머 협회 (Alzheimer’s Association), 팰로 앨토 시청(City of Palo Alto),
Avenidas and Age Friendly Palo Alto and Silicon Valley의 공동 후원 하에 주최됩니다.
Dementia Awareness: Making Palo Alto a Dementia-Friendly Community
Wed, Mar 28, 7-9 PM,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El Palo Alto Rm
Learn how to identify,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and support those living with
Alzheimer's and other dementias in our community. Hear how small changes in your daily
life can help people with dementia remain independent and socially engaged. See
featured article in Palo Alto Weekly on this subject and event Mayor Kniss is one of the
featured speakers.
To register, please go to tinyurl.com/AdvocacyPA2018. Contact Minka van der Zwaag
@ minka.vanderzwaag@cityofpaloalto.org or (650) 463-4953 for more information. This
event is co-sponsored by the Alzheimer's Association, City of Palo Alto, Avenidas and Age
Friendly Palo Alto and Silicon Valley.

LBGTQ+ 토의회 (Listening Forum)
3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미첼 파크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El Palo Alto Rm
LGBTQ 사회의 일원들은 가족,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고민과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받았습니다.
LGBTQ 카운티 관할 사무소 (The County Oﬃce of LBGTQ Concerns)와 팰로 앨토 인간관계 위원회
(City of Palo Alto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LGBTQ 커뮤니티를 더 잘 지지할 수 있을지를 배
우려하며, 향후 프로젝트와 발의안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어합니다. 이곳에서 참석 여부를 사전에 밝혀
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minka.vanderzwaag@cityofpaloalto.org 혹은 (650) 463-4953로 문의를 받습니
다. 이 행사는 LGBTQ 카운티 관할 사무소와 팰로 앨토 인간관계 위원회의 공동 후원 하에 주최됩니다.
LBGTQ+ Listening Forum
Thu, Mar 29, 7-9 PM,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El Palo Alto Rm
Members of the LGBTQ community, along with their families, friends and allies, are invited
to share their needs and concerns. The County Office of LBGTQ Concerns and the City of
Palo Alto Human Relations Commission want to learn what it can do to better support the
LGBTQ community and establish priorities for future projects and initiatives. To RSVP,
please go to HTTPS://TINYURL.COM/Y9LMPTTG. Contact Minka van der Zwaag
@ minka.vanderzwaag@cityofpaloalto.org or (650) 463-4953 for more information This
event is co-sponsored by the County Office of LBGTQ Concerns and the City of Palo Alto
Human Relations Commission

테라리엄 & 영화

Translation by
Jaegyung Lee

4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스스로의 정원에 배치하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테라리엄을 만드십시오. 본 이벤트에서는 영
화도 상영될것입니다. 5-12학년 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Terrariums & Movie
Tue, Apr 3, 3-5 PM,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Make your own mini-world succulent terrarium to keep in your garden or give away to a
loved one. We will also be watching a movie. Grades 5-12 only. Please register here for
this event.

컵케이크 전쟁 & 영화
4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장식을 얹은 컵케이크를 만들어 컵케이크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본 이벤트에서는 영화도
상영됩니다. 5-12학년 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Cupcake Wars & Movie
Thu, Apr 5, 3-5 PM,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Decorate your own cupcake with as much icing as you want and then compete in Cupcake
Wars! We will also watch a movie. Grades 5-12 only. Please register here for this event.

금요일의 재미난 MP

4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레고, 보드게임, 그리고 공예를 위해 본 이벤트에 참석하십시오. 전 연령대를 환영합니다.
Friday Fun @ MP
Fri, Apr 6, 4-5:30 PM,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Drop in for Legos, board games, and crafts. All ages are welcome!

무료 여성 건강 워크숍: “계절의 맛"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 11시
블로섬 버스(Blossom Birth, 505 Barron Ave, Palo Alto)
이 무료 워크숍에서는 헬레네 살러스(Jalene Salus)가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에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간단하며 즐거운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통합 영양(Integrative Nutrition)을 소개할것입니다. 봄에 알맞은
여러 음식을 먹으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헬레네는 자기관리
와 게절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여성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른 사려 깊고 지혜로운 여성들
과 대화 함으로써 설명할 것입니다. 신청은 본 무료 워크숍을 위해 필수이며 참석 인원은 제한되어있음을 알립
니다.
FREE Women's Wellness Workshop: "A Taste of the Season"
Fri, Apr 13, 10-11 AM, Blossom Birth, 505 Barron Ave, Palo Alto
In this FREE workshop, Jalene Salus will offer an introductory taste of Integrative Nutrition
as she shows you some sweet and simple ways to nourish your mind, body and spirit.
Enjoy a little taste of some seasonal spring bites while you discuss foods to support your
unique body--and your family--this spring. Jalene will show you how aligning your self-care
with the rhythm of the season can guide you on your path of women's wellness as she
engages you in fulfilling dialogue with other thoughtful, wise women.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is FREE workshop as space is limited!

MP에서의 가족 영화 축제
4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 6시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즐기십시오.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영화 제목을 확인하십시오. 전 연령
대를 환영합니다.
Family Film Festival @ MP
Sat, Apr 14, 4-6 PM,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Enjoy a movie with your family at the library. See library website for movie title. All ages
are welcome!

가족 데이트의 밤, “세계의 아이들”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15분
어린이 도서관(Children’s Library, 1276 Harriet St, Palo Alto)
당신의 상상력으로 5월의 행진 행사(May Fete Parade)인 “플로트(float)”의 장식을 완료하는 것을 도와주십
시오. 전 연령대를 환영합니다. (650) 329-2436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해주십시오. 본 이벤트는 팰로 앨토 도
서관의 친구들(Friends of the Palo Alto Library)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Family Date Night, "The Children of the World"
Fri, Apr 20, 7-8:15 PM, Children's Library, 1276 Harriet St, Palo Alto
Bring your imagination and help us create decorations for our May Fete Parade "float." All
ages welcome! Please register for this event by calling (650) 329-2436. Sponsored by The
Friends of the Palo Alto Library.

팰로 앨토 연설과 토론 캠프
6월 4-8일 & 6월 11-15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4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각 여름마다 2주간 팰로 앨토 고등학교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설과 토론 팀에서 10-16세의 베이 에리어에 거
주중인 학생들에게 연설 및 토론에 중요한 기본/고급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팰리에서 캠프를 개최할 것입니다.
본 캠프의 참가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소통자가 될 것이며 공개연설 및 설득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학생들
은 본인의 주장은 발전시키며 상대편의 주장을 분석하고 불안감을 제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배울 것
입니다. www.pasdc.com에서 신청해주십시오.
Palo Alto Speech and Debate Camp
Jun 4-8 & Jun 11-15, 9 AM-12 PM, 1-4 PM, 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For two weeks each summer, Palo Alto High School's nationally ranked Speech and
Debate team holds a camp at Paly to teach the fundamentals and advanced skills of both
speech and debate to students (10-16y) around the Bay Area. Participants in the camp
become more effective communicators and improve their public speaking and persuasion
skills. Students learn to develop arguments and analyze those of their opponents while
eliminating insecurities and building self-confidence. To sign up for the first session (the
week of June 4th) or the second session (the week of June 11th), or both, go to
www.pasdc.com.

지난호에서:

Translation by
Haesung Huang

레이싱 하츠(Racing Hearts), 가족 건강 축제
3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4시
킹스 플라자 (시청) (Kings Plaza (City Hall)), 다운 타운 팰로 앨토
팰로 앨토 시의회, 소방, 경찰, 그리고 긴급 서비스와 팰로 앨토 시내의 시청 맞은 편에 있는 킹스 플라자의 레
이싱 하츠에서 함께하세요. 라이브 DJ, 페이스 페인팅, 포토 부스, 아이들을 위한 풍선, 소방차와 경찰차 견학,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심폐소생술/자동 제세정기(CPR/AED)에 관한 연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홀 푸드(Whole
Foods)와 KIND 등 많은 곳에서 제공됩니다.

함께한다는 것과 능력(장애,비장애)에 대한 인식 2.0
3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11시
로스 앨토스 교육청 보드 룸 (Los Altos School District Board Room), 201 Covington Rd, Los Altos
함께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뜻이며, 자녀의 학습 환경과 경험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교육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전체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함께한다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을 상황도 있을까요? 능력 인식 모의 실험(Ability Awareness simulation)이 잘 알려주는 것은 무엇
이며,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능력 인식에 대한 미래 방향성,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
inclusion)에 대해 도론자들 및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
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이 있으시다면
selpa1cacinfo@gmail.com로 문의바랍니다.
Translation by
Jeeyoo Kim

개인 지도 교사 재단(Tutor Corps Foundation) 봉사 활동 보조금

4월 1일 일요일 지원 마감
이 재단에서 수여하는 봉사 활동 보조금은 학생들이 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합
니다. 보조금의 액수는 $2500에서 $750에 이릅니다. 봄 봉사 활동 보조금 신청은 2018년 4월 1일에 마감합
니다. 또한, 이번 보조금은 2017/2018학년에 마지막으로 수여하는 보조금이기도 합니다. 더 알아보기.

팰로 앨토 예술 센터(Palo Alto Art Center) 여름 카운슬러 인 트레이닝(Counselorin-Training) 지금 지원 가능
2018년 여름 카운슬러 인 트레이닝 지원이 이제부터 가능합니다.
여름 캠프 카운슬러 인 트레이닝(CIT)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캠프에서 전분 예술 교사를 도울 수 있
는 자원 봉사자(12-17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CIT들은 학급 관리, 캠프 학생 격려, 물품 준비 등의 일을 합니
다. LCIT(The Lead Counselor in Training) 프로그램은 예술 센터 CIT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자원
봉사자들이 CIT 트레이닝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기회, 어린이들의 미술(Children’s Fine Art)의 대학생 인턴
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기회, 캠프 참여자들의 오락을 담당할 기회, LCIT로써 캠프를 일주일 동안 책임질 기
회를 제공합니다. 지원서는 팰로 앨토 예술 센터에 이메일로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한 지원서만
심사 대상입니다. 자리가 빨리 차니 되도록 빨리 지원하십시오!
2018 여름 CIT 지원서 양식 및 정보
2018 여름 LCIT 지원서 양식 및 정보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
조던 중학교(Jordan Middle School), 750 N California Ave, Building N
여름 수학 캠프(Summer Math Camp, nonprofit 501 C(3) )는 어린 학생들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초대
합니다. (수학, 영어, 컴퓨터 공학, 과학, 예술, 아이들과 쉬는 시간에 놀아주기, 체스 코치, 테니스 코치, 수영
코치 등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심과 간식은 제공됩니다. 자원봉사 외에는 기하학(Geometry) 대
수학 2(Algebra II) 크래시 코스(Crash Course) 또는 SAT I을 같은 장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
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