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
3월 2일 금요일

대체 일정 (달력 참고)
오전 8시, 10학년 학부모 모임,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3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Site Council),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오후 7시, 동계 운동 시상식, 타이탄 체육관

3월 12일 월요일
휴교,지역 공휴일

3월 13-16일 화-금요일
대체 일정 (달력 참고)

3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반, 9학년 학부모 모임,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3월 16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 12학년 학부모 모임, 임직원 라운지(Staﬀ Lounge)

Translation by
Philip Chung

건(Gunn)

Translation by
Jaegyung Lee

학부모회(PTSA) 모임
3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스태프 라운지
4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스태프 라운지
건 학부모회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가하십시오. 다음 회의는 3월 8일 임직원 라운지에서 열릴 것이며, 모든 참
가자를 환영합니다. 오는 4월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새로운 중역을 결정하는 연간 선
거가 치뤄질것입니다. 선거 전 30일간 건 학부모회에 속하셨던 모든 일원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PTSA)가 건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학부모회에 참여하십시오.

건 재즈 스윙 댄스 (Gunn Jazz Swing Dance)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3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보우 체육관(Bow Gym)
현재 SAC와 재즈 밴드 멤버들에게서 건 재즈 스윙 댄스 입장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각 15달러
로, 음식, 음료, 댄스 수업과 라이브 음악이 제공됩니다. 올해의 특별한 댄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학생들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인들이 참여 가능한 스윙 댄스는 내년에 다시 열릴 것 입니다.)

지난호에서:
동계 운동 시상식(Winter Sports Awards Ceremony)

Translation by
Philip Chung

3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타이탄 체육관 (Titan Gym)
3월 5일 오후 7시, 타이탄 체육관에서 열리는 동계 운동 시상식에 참가하십시오. 본교의 운동 선수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였고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시상식에 참가하셔서 성공적인 시즌을 마친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
하십시오. 시상식 후 열리는 환영식에서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십시오. 건 타이탄스 파이팅!

PAUSD&PTAC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새 소식** 임시 교육감(Interim Superintendent)의 주간 소식을 확인하세요!

금요일에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를 통해 발송되는 캐런 헨드릭스(Karen Hendricks)의 주간 소
식을 놓치셨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열람하실 수 있는 링크가 이곳에도 게재됩니다. (https://
www.pausd.org/news)에서 캐런 헨드릭스의 최신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PAUSD 세컨데리 아트(Secondary Art) 전시회

Translation by
Jeey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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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팰로 앨토 설 축제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3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미첼 파크 커뮤니티 센터(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친절히도, 팰로 앨토 중국인 커뮤니티(Palo Alto Chinese Community)는 우리 모두를 2018년도 설 축제에
초대해주셨습니다. 2018년도 음력 설 축제는 중국의 전통 음악, 악기, 팰로 앨토 교육구의 학생들이 직접 공연
하는 무용과 중국 예술이 전시되어있으며, 문화 전시회, 게임 부스, 맛있는 음식들과 그 이상이 함께합니다! 행
사의 참여는 무료이며, 음식은 팰로 앨토 학교들을 지원할 모금을 위해 팔릴 것입니다. 이 축제는 팰로 앨토 중
국인 학부모회 (Palo Alto Chinese Parents Community)와 팰로 앨토 시의회 (City of Palo Alto) 팰로 앨
토 학부모 의회 (Palo Alto Council of PTAs), 미첼 파크 도서관, 그리고 팰로 앨토 패밀리 YMCA (Palo
Alto Family YMCA)의 협력 아래 주최됩니다.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부디 도보, 자전거, 혹은 카풀을
통해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hannalu00@gmail.com (해나 루, Hannah Lu)으로 이메
일 바랍니다.

학부모회 운영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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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Lee

3월 책의 광란(March Madness of Books)

3월
미첼 공원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청소년 도서관 자문 위원회(Teen Library Advisory Board)에서는 2018년도 책 챔피언을 선정하기 위해 총
16개의 책 제목을 골랐습니다. 참여하셔서 토너먼트 대진표를 채우며 어떤 청소년 책이 상을 수상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농구 토너먼트를 위해 봉사해주실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3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7시 / 3월 4일 일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스탠포드 아릴라가 레크리에이션 센터 (Arillaga Recreation Center, Stanford)
체크인, 점수 기록, 점심 분배 등등 다양한 작업들을 도와줄 학생 봉사활동자들을 찾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당
신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길 기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수 로드리게스(Sue Rodriguez),
ms3rodriguez@me.com 또는 (408) 710-85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의 펜던트를 디자인해 보세요

Translation by
Jeeyoo Kim

3월 25일 일요일 오후 1:30-3:30
팰로 앨토 미술센터(Palo Alto Art Center), 1313 Newell Rd, Palo Alto
팰로 앨토 미술센터에서 직접 구리로 된 펜던트를 디자인해 보세요. 참여 학생(만 11-18세)들은 세공용 톱
(jeweler’s saw)을 사용해 자신만의 모양으로 펜던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쇠
도장을 사용해 감촉을 더하고 구멍을 뚫은 후 철사로 감싼 구슬 장식을 펜던트에 닮으로써 개인적 취향을 고려
한 특별한 펜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브리타 토마(Breeta Toma)가 가르치며 하루 동안 열리는 이
워크숍에 신청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rebecca.passarello@cityofpaloalto.org로 레베카 파세랠로
(Rebecca Passarello)에게 문의해 주세요.

엘카미노 유스 교향악단 자선음악회: 미국 작곡가 축하 공연

Translation by
Frances Kim

4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디 앤자 대학교 플린트 센터(Flint Center, De Anza College, 21250 Stevens Creek Blvd, Cupertino)
베이 에어리어 출신의 수상 경력이 있는 피아니스트 테일러 에이그스티(Taylor Eigsti)가 “푸른 랩소디”의 교
향곡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푸른 랩소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심포닉 댄스", 오클랜드 교향악단의 지휘
자인 마이클 모건이 내레이션을 맡은 링컨 초상화 등. 엘카미노 유스 교향악단은 작곡가인 동시에 SF교향악단
의 작곡가인 마크 볼커트(Mark Volkert)와의 협연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고교생 봉사 활동: 여름 수학 캠프
6월 25일 - 7월 20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조단 중학교(Jordan Middle School, 750 N. California Ave, Building N, Palo Alto)
여름 수학 캠프(비영리 단체인 508 X(3))에서는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학 및 미술 수업에 교사를 돕는 것,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놀아 주는 것, 체스, 테니
스, 수영 코치 등을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점심과 스낵이 제공됩니다. 자원 봉사 외에, 학생
들은 기하학이나 대수학 II 그리고/또는 SAT1을 같은 장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전 수학 학
교의 마리야 거트맨(Mariya Gutman) (650)224-4226, www.classicmath.org에 문의하시고, 등록은 다음
의 링크에서 하세요.
http://www.classicmath.org/volunteer-application/
http://www.classicmath.org/summer-math-camp-application-palo-alto/

Translation by
Jeeyoo Kim

지난호에서:
어덜팅 101(Adulting 101): 호신술 @ RI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Translation by Jeeyoo Kim
미첼파크 커뮤니티 센터(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팰로 앨토 시립도서관의 주최로 임팩트 베이 에어리어(IMPACT Bay Area)가 마태대로 룸(Matedero
Room) 에서 호신술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신청은 필수이며 만 14-21세만 신청 가능합니다.

스탠퍼드 상호적 문해력 증진 이벤트
3월 10일 토요일 오후 1-3시
스탠퍼드 대학교 IM 필드(Stanford University IM Fields, 641 Nelson Rd, Stanford)
“가, 나, 나무" 이 문해력 증진을 위한 오픈 이벤트는 베이 베어리어 학생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스탠퍼드 학
생 운동선수들이 완전히 운영하는 이 이벤트에서는 게임, 활동, 읽기 스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
고, 음식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사용자들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본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탠퍼드 스포츠 이벤트도 본 이벤트가 열리는 당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더욱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eeastin@stanford.edu으로 연락해주십시오.

미첼 파크 도서관에서 열리는 가족 영화 행사

Translation by
Frances Kim

3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 6시
미첼 파크 도서관(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영화 제목은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환영합니다!

색의 축제
3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 3시
미첼 파크(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색가루를 이용한 재미를 느껴보시겠습니까? 색가루 활동, 헤나 문신, 미술/공예에 참여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기 위해 축제에 등록하세요.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본 행사에 참석하시려면 등
록하시기 바랍니다.

팰로 앨토 고등학교 5킬로미터 달리기

3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바이킹 경기장(PALY Viking Stadium, 50 Embarcadero Rd, Palo Alto)
팰로 앨토 고등학교 운동부 진흥회와 육상부에서 팰로 앨토 고등학교 5 킬로미터 즐거운 달리기/걷기 행사를
주최합니다. 5 킬로미터 달리기 (또는 걷기)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위한 2 킬로미터 유모차 걷기, 단거리
달리기 행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Riekes Center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고난이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저
글링, 우쿨렐레 연주자들, 풍선 예술가들, 그외에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합니다! 팰로 앨토 고등학교의 최고의
친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 가능합니다. http://palysportsboosters.org/paly-5k-fun-run
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의 청소년 메이커(Teen Maker) - 덕트 데이프(Duct Tape)

Translation by
Jaegyung Lee

3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메이커(Maker)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서관 웹페이지의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일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12학년만 참여 가능합니
다.

팰로 앨토 시의 지구의 날 행사: 참여 부탁 / 자원 봉사자 모집중
4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베이랜즈 운동 센터(Baylands Athletic Center 1900 Geng Rd, Palo Alto)
팰로 앨토 시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전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있습니다. 본 행사
는 5킬로미터 걷기/뛰기(아이들은 1킬로미터)의 물 절약을 위한 경주(Great Race for Saving Water)로 물
자원, 절약, 환경 건강에 대한 인식을 늘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공되는 단체상, 추첨 경품,
라이브 음악, 음식 트럭, 전기차 시승, 가이드와 함께하는 들새 관찰회, 그룹 자전거 타기, 자연 걷기, 동물원의
동물, 공예, 이동하는 도서관, 스모키 더 베어(Smokey the Bear), 커뮤니티 부스, 자연 및 공중의 안전에 관
련된 정보를 통해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봉사는 이곳으로, 경주는 이곳에서 신청하십시오. 질문사항은
PAUSD 자연 지속 프로그램 매니저인 레베카 나보로(Rebecca Navarro, rnavarro@pausd.org) 에게 이메
일을 작성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