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

Translation by
John Lee

10월 5일, 금요일

학교 휴일 - 스태프 개발일 (Staﬀ Development Day)

10월 8-12일, 월요일 - 금요일
대체 일정(Calendar)

10월 8일, 월요일

시의회, 오후 4시, 스태프 라운지
대학 박람회, 오후 6시, 타이탄&보우 체육관

10월 10일, 수요일

PSAT/학년별 회의, 오후 12시 해산

10월 11일, 목요일
PTSA 모임, 오전 8시 45분, 스태프 라운지

10월 12일, 금요일

헌혈의 날, 오전 8시, 도서관
미식축구, 건 vs. 사라토가 고등학교, 오후 4시 30분: 9/10학년, 오후 7시: 대표팀, 미식축구 필드

10월 16일, 화요일

“삶을 변화시키는 대학”, 오후 7시, 도서관

10월 17일, 수요일

힘의 근원 부모님의 밤 (Sources of Strength Parent Night), 오후 6시 30분, 도서관

10월 18일, 목요일

JLS 밴드 그리고 건 관악합주단 콘서트, 오후 7시, JLS 카페토리움
작은 관악합주단 콘서트, 오후 7시, Spangenberg

10월 19일, 금요일

가을 재즈 콘서트, 오후 7시 30분, 팰로앨토 고등학교 헤이마켓 극장

건(Gunn)
12학년을 위한 졸업앨범 전용 초상화
10월 8일, 월요일 (예약 필수), 스태프 라운지
Now & Forever Studios에서는 10월 8일 월요일, 스태프 라운지에서 졸업앨범 초상화 세션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인쇄된 초상화 패키지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졸업앨범에 나오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www.nowandforeverstudio.com에 문의하여 월요일에 약속을 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규 초상
화 세션은 2019년 1월까지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

2018 팰로 앨토 대학 진학 설명회 (PACF)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10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8시 30분, 보우 체육관과 타이탄 체육관
사립과 공립,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 나아가 해외의 교육기관에서 온 150명이 넘는 대학의 대표들을 만나십시
오! 12학년 졸업예정자들과 11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대학의 대표들을 만나고 전반적인 정보와 질
답을 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대학 입시에 관련된 두개의 추가적인 설명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으로, 오후 6시 30
분 대학 입시 작문(에세이)와 오후 7시 학자금 지원(Financial Aid)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학
교 주차장의 수용 가능한 차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카풀, 도보, 혹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걸 제안합니다.
오후 6:00-6:30: 건 고등학교, 팰로 앨토 고등학교 학생들 한정 (학생증 소지 필수)
오후 6:30-7:00: 타 고등학교 학생 개방
오후 7:00-8:30: 학부모와 일반인 개방
추가적인 정보는 대학&직업센터(College & Career Center)의 웹사이트 : https://gunn.pausd.org/
wellness-counseling/college-and-career 의 “Palo Alto College Fair 2018”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긴급 : 팰로 앨토 대학 진학 설명회 자원 봉사자 모집

10월 8일 월요일, 시간 교대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 사이 가능, 보우 체육관과 타이탄 체육관
신청 주소: http://signup.com/go/PfirQhw
10월 8일 월요일, 건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팰로 앨토 대학 진학 설명회를 위한 자원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
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자원 봉사자로서 맡게될 업무에 관계없이 환영받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한 낮 시간, 오
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와주실 자원 봉사자분들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맡게될 소규모의 자원 봉사 임
무(small volunteer assignments)를 위한 자원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간 주차장
감시를 도와주실 두 명의 자원 봉사자분들이 시급합니다. 다른 자원 봉사 업무는 오후 4시부터 6시, 학생회 학
생들을 도와 입학안내 대표의 자료를 나눠주는 일, 방문자 환대등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 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공강과 점심 시간, 특히 방과 후의 학생 자원 봉사또한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으
시다면 Donna Pioppi에게 dpioppi41@yahoo.com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Z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Translation by
Frances Kim

10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8시 30분, 팰로 앨토 630 라모나가 Coldwell Banker
신청: Measure Z October 9 Phone Bank Volunteers
건 PTSA는 안건 Z를 지지합니다. 학교들은 차례로 인원을 충당하여 이것이 PAUSD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전화 메세지를 돌릴 예정입니다. 안건 Z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은 폰뱅킹 인원을
충당하여 팔로알토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 우리 폰뱅킹 노력을
위해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 자원봉사 시간은 10월 9일 (화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30분 630 라모나가
에 위치한 Coldwell Banker에서 있습니다. 2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리스트, 전화 내용
메모, 음식과 음료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
십시오.
왜 안건 Z가 중요한가? 안건 Z는 PAUSD의 시설을 개선하여 학교의 안전과 교실, 실험실을 21세기 교육 기
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55%의 지지를 얻으면, 이 안건은 학교 개선을 위해서 지역에서 통제
가능한 펀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장애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학교 시설 확보
•
현재 지진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로 시설을 향상시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
•
학교 시설에 필요한 보수 재정비
•
화재 경보, 문 잠금, 비상연락체계 등 학교 안전 관련 시스템을 현재 기준으로 만들도록 학교 안전 증대
•
노력
최신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로보틱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실, 실험실 제공
•
각종 공연과 시각 예술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최신의 시설 제공
•

건 헌혈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8시- 오후 2시, 도서관
신청: Donation Appointments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1파인트의 피를 기부하고, 1파인트의 공짜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아 가십시오! 위 링크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안 15분의 예약을 해놓으십시오. 건 YCS와 스
탠포드 헌혈센터가 주관합니다.

‘힘의 근원’(Sources of Strength) 팀 정보 공유의 밤

Translation by
Jiyoon Kim

10/17 (수) 오후 6:30-8:30, 장소: 도서관
예약링크: Sources of Strength Parent Night
Gunn 고등학교의 ‘힘의 근원’(Sources of Strength) 팀이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왕따와 자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다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희망, 도움과 힘의 확산을 위
한 예방적 사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참여하면 ‘힘의 근원’ (Sources of Strength) 팀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팀원들에게 더 세밀한 측면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Dr. Shashank Joshi (Stanford Associate Professor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Shshank Joshi 박사 (스탠포드 소아청소년 정신과 부교수)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리더들이 그
들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메세지를 보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힘의 근원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인식을
발전시키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그 단어를 공유하도록 하여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가족들이 지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에 링크가 된 주소로 행사 등록을 미리해주십시오.

건 방송부

건에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싶으세요? 소위 “The G”라고 불리는 Titan Broadcast Network에
서 매일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nnecting" 탭이 있는 "Gunn Website (www.Gunn.pausd.org)”에
접속하셔서 "Titan Broadcasting Network (TBN)”에 접속하십시오. 이 방송은 매일 아침 오전 8시 25분에
시작합니다. 이 뉴스 프로그램은 Gunn multimedia journalism 과정의 Ed Corpuz선생님의 지도로 만들어
집니다. 또한 건 웹사이트에서 일일 정보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Connecting” 링크를 선택하시고 “Daily
Bulletin”을 고르십시오. "The Oracle"이라는 신문에서 건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Connecting” 링크를
선택하시고 “The Oracle”을 선택하시면 건 웹사이트에서 신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 영상 제작 부를 투표해주십시오!

Translation by
Romy Chung

이곳에서 투표해주십시오: https://ord.scoe.net/CDE_Video_contest/
본교 학생들의 우승을 도와주십시오! 위 링크를 공유하셔서 건 영상 제작부가 더 많은 투표를 받게 도와주십시
오. 캘리포니아 주 교육청에서 “포 키즈, 바이 키즈" (For Kids, By Kids) 영상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에
서 캘리포니아 주내 여러 학교에서 온 각 팀들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응원법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CDE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총 28팀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 건 학생 제작부(Gunn
student production)를 포함한 6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한 AAR & Career Education
TOSA, Ed Corpuz와 그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호에서:
학생 직업 박람회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12시 - 12시 45분
소극장 뒤 원형 극장(Amphitheatre)
팰로 앨토 교육 지구가 여러분의 사업체를 건 고등학교 직업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좌석, 의자, 그리고 해당 사
업체의 이름표가 제공되며, 음료나 간단한 간식 역시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본교의 청년 취업에 대한 기여와 지
원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담당자 Leticia Martinez(lmartinez@pausd.org)에
게 이메일 혹은 전화(650-868-9333)로 연락하셔서 알아보십시오.

건 아카데믹 센터에서 과외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과목의 과외가 가능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AP Bio
AP English Lit/Comp
Translation by Shiyoo Kim
AP CHEM
AP Physics 1
IAC
Analysis H
과외 교사들은 학교 중과 방과후에 필요하며, 부디 아카데믹 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믹 센터는 D-2
이며,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외를 하시면 봉사 시간을 드립니다. 모든 봉사자들께 감사를 전하고,
Pam Steward에게로 연락 주십시오. psteward@pausd.org.

PAUSD & PTAC
2018-19 학년도 제 1회 학생 영양 서비스 관련 신문

팰로 앨토 교육 지구 학생 영양 서비스 부서(PAUSD Student Nutrition Service Department)가 첫 201819 학년도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10월달에 개최하는 연관 시식의 주 행사에서 여러분께 A-Z 샐러드 바
(Salad Bar)를 선보입니다. 각 알파벳을 상징하는 과일과 야채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11월에는 메뉴
선정을 위한 학생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영양 서비스에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인
어 및 중국어 번역본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십시오.

법안 Z에 관한 찬성 투표는 학교 교육구 시설의 보안과 안전, 그리고 21세기 학습 표준을
위해 중요합니다
법안 Z의 펀드는 학교 안전을 보완하고 실험실과 교실들을 21세기 표준 교육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팰로앨토
교육구(PAUSD) 시설 개선을 위해 계속 진행 할 것입니다. 55%의 유권자분들께서 승인하면 이 법안은 학교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자금을 관리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과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교 시설 이용을 보장
- 지진 발생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현재의 지진 안전 표준으로의 업데이트
- 학교 시설에서 필요한 수리를 진행
- 현재 표준법에 맞는 화재경보기, 도오록, 그리고 비상시스템과 같은 안전 및 보안 강화
- 최신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로봇 교육을 지원하는 교실과 실험실 제공
- 뛰어난 공연 예술 그리고 시각 예술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최신 시설 제공
도움이 되는 방법:
1. 학교의 Phone Bank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운동은 10월 6일, 10월 20일, 그리고 11월 3일에 진행됩니다.
(https://yes-on-z.org/measure-z-palo-alto-get-involved/.)
3. 론 사인(Lawn sign)을 보여주세요!
(https://yes-on-z.org/measure-z-palo-alto-get-involved/)
4. 11월 6일 선거일에 투표소 혹은 우편 투표 용지가 도착하면 즉시 투표소로 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모든 유권자분들은 10월 8일인 주에 투표 용지를 받게되며 투표 용지는 11월 6
일 선거일까지 소인(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학부모 네트워크 워크숍: 사이버 왕따 예방
10월 4, 11, 18, 25일, 오후 7시 - 8시
Microsoft Store, Stanford Shopping Center
사이버 왕따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그린(Greene) 중학교 7학년 학부모 네트워크에 가입하십시오. 학업 성취
와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이버 왕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 배우십시오. 모든
PAUSD 학부모들을 환영합니다.
주제:
*아이들이 사이버 왕따에 참여하는 방법
*사이버 왕따의 영향
*사이버 왕따 예방
*윈도우 10과 Xbox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모든 워크숍은 무료입니다. 다만, RSVS를 통해 참석하시는지 미리 알려 주십시오.

팰리 100주년 기념식
10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팰로 앨토 고등학교 공연센터, 50 Embarcadero Rd, Palo Alto
팰로 앨토 고등학교는 이번 2018-2019학년도에 100년간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아온 공교육을 기념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팰로 앨토 내의 첫 공립 학교의 설립 이후 125년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팰리의 100
번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가 팰리의 눈부시도록 새로운 공연 센터로 초대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음
악적이자 극적인 공연과 유명한 팰리 졸업생들의 특별한 헌정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나, 이곳을 클릭
하여 일반 입장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는 1시 30분에
개장합니다. https://paly.net/centennial

**새 소식** 건 학부모회 정기 회의

Translation by
Romy Chung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 10시 45분
PAUSD oﬃce, Board Rm, 25 Churchill Ave
10월의 학부모회 정기 회의를 참가해주십시오. 학부모회의 최근 활동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음료가 제공됩니
다. 곧 바로 이사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 소식** PAUSD--디지털 사회에서 양육하기

Translation by
Shiyoo Kim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6:30-7:30
PAUSD Oﬃce, SDC Rm, 25 Churchill Ave
Forsell 박사가 집에서의 디지털 기기와 스크린타임 사용에 대해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박사님께서는
인터넷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자녀들의 전자 기기 사용 범위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실 것입니
다. 본인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으니 많이 참석 해 주시
길 바랍니다.
***배변훈련의 되어있는 아이들 보호 가능
***중국어와 스페인어 통역사 참석
***가벼운 간식 제공

**새 소식** 다가오는 교육위원회 후보 세미나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4-6시 / Greene Middle School, MP Rm, 750 N. California Ave
교육의 정당성과 이용에 중심을 두고 진행 될 예정: 성취와 특수교육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6시 / JLS Middle School, MP Rm, 480 E. Meadow Dr
초등학교 이후 교과과정: 6학년-12학년 교육에 중심을 두고 진행 될 예정
PAUSD 교육위원회에 비는 두 자리를 위한 후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 여섯 후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
고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참석하십시오. 자격조건은 없으며, 스페인어와 중국어 통역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보호도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정보는 Christina Schmidt (evp@paloaltopta.com)나 Kimberly
Eng Lee (paloaltocac@gmail.com)에게 보내주세요. 9월 27일에 진행되었던 세미나는 이 링크를 통하여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FCkRvQxK8Ic.

**새 소식** 성공했습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Click My Cause Two-Tap 앱을 사용해 2018 캘리포니아 입법 모바일 경보를 사용해주신 모두에게 팰로 앨
토 학부모회에서 큰 감사를 전합니다. 팰로 앨토 학부모회에서 제출한 법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의회와 상원 위
원회를 통과하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
청소년 범죄자가 성인 법정에 출두하는것을 금지
•
학생의 성공에 깊은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의 증진
•
학생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높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Community)
팰로 앨토 교육 위원회 후보 토론회 계최 (PACPC & AACI 후원)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Channing House Auditorium, 850 Webster St, Palo Alto
Channing House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RSVP
팰로 앨토 중국인 학부모 클럽(PACPC)와 커뮤니티에 관여하기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모임(AACI)에서
팰로 앨토 교육 위원회 후보들간의 토론회를 계최하였습니다. 번역이 제공됩니다. 본 토론회의 목적은
PAUSD 교육 위원회의 후보들과 우리 커뮤니티의 당사자들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사는 후보자
들에게 선거운동 메시지를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아시아계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자세
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것입니다. 각 후보는 5분간의 소개말과 뒤따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
다.
사회자: 리디아 코(Lydia Kou), 팰로 앨토 시의회
프로그램 진행자: PACPC의 징징 쑤(Jingjing Xu), AACI의 에이미 오카노(Eimi Okano)
Channing House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위의 링크를 사용하여 RSVP를 진행해주십시오. 귀하의 답변은
행사에 사용될 의자의 수를 추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사 전 질문을 이곳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팰로 앨토 바자회에서 할로윈 코스튬을 기부하시거나 구매하십시오

Translation by
Philip Chung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Paly) 주차장, 50 Embarcadero Rd
거의 입지 않은 중고 핼로윈 코스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실지 고민이시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상태 좋은 핼로
윈 코스튬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연간 팰로 앨토 핼로윈 바자회에 참가하십시오. 본 바자회에서는 할로윈
품목 이외에도 빈티지한 안경, 지역 특산 꿀, 그리고 의류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학생들에 의해 준비된 음
식을 시식하시거나 팰로 앨토 고등학교의 음악 프로그램 후원 모금회에 참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본 바자회는 팰로 앨토의 음악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으며, 100곳 이상의 지역 영세 상인이 참가하는 전통 깊은
지역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차는 무료입니다.

팰로 앨토 시 수도 공사 Q&A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및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 7시, 린코나다 수영장
(Rinconada Pool), 777 Embarcardero Rd, Palo Alto
팰로 앨토 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시 하수도 공사 계약을 최종화하고 있습니다. 본 Q&A에 참가하
셔서 관련 정보 및 연락 정보를 얻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자 Stephanie에게 (650)329-2107으로 연락
하세요.

Garba-Dandiya 행사 자원 봉사자 모집
10월 20일 토요일, 배론 파크 초등학교, 800 Barron Ave
http://signup.com/go/WhtPFCB에서 신청하십시오
Garba-Dandiya 행사가 10월 20일 배론 파크 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10명 정도의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자들은 매표, 음식 운반 등의 간단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봉사 시간을 받게 됩니다.
상기의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

특수 교육 워크샵: 개별화 교육(IEP)을 받는 자녀를 위한 똑똑한(SMART) 계획 세우기

11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JLS 중학교, 카페테리아, 480 East Meadow Dr
https://tinyurl.com/2018IE에서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본 워크샵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한 똑똑한 계획 세우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특수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본 워크샵에서 학부모 여러분은 자녀의 지적 기능
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개별화 교육의 성취 목표 및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지원 여부는 학생의 지적 기능과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여러 시험과 진단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평가는
개별화 교육의 근간이 됩니다. 똑똑한 계획 세우기(SMART goal)는 적절한 교육. 참가자들은 개별화 학교가
어떻게 개별화 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각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계획을 세우지는 배우게 됩니
다. 본 워크샵은 팰로 앨토 CAC에 의해 PHP, 팰로 앨토 교육 지구, 학부모회, 및 SELPA1-CAC의 후원을 받
아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기의 링크에서 참석 여부 및 보육/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 미국에서 통용되는 계획법; 구체성, 가측성, 현실성, 실행성, 시간성과 같은 5개 항목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

11월 6일 중간선거와 미드펜(MidPen) 미디어 센터

Translation by
Jeeyoo Kim

11월 6일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조치, 법
안, 그리고 9월 27일 목요일에 열린 PAUSD 후보 포럼 9월 27일 목요일에 열린 PAUSD 후보 포럼에 관한
동영상을 미드펜 미디어 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현명한 유권자로써 한 표를 행사
하십시오.

“팰로 앨토에서 가정을 돌보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 https://tinyurl.com/Palo-Alto-Family-Survey
팰로 앨토 시와 팰로 앨토 자문위원회에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만
족스러우십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까? 위의 설문에 응답해 도움을 주십시오. 설문 참여만으로 당
신은 $75 비자 기프트 카드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650) 463-4953로
Minka van der Zwaag에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많은 가
족과 아이들에게 팰로 앨토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호에서:

3월 팰로앨토 고등학교: 100주년 재연 및 100주년 기념 행사
10월 7일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팰로앨토 고등학교는 2018/2019학년 학교 캠퍼스에서 100년동안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공교육을 기념합니
다. 올해는 팰로앨토 고등학교가 창립 125년이 되었습니다. 모든분들은 두 가지의 재미있는 무료 이벤트들에
초대됩니다. https://paly.net/centennial:
- 3월 팰로 앨토 고등학교: 100년재연 (오후1시-오후2시)
100년전 학교 공동체에서 고등학교의 행진했을때의 일어난 “March to Paly”를 돌아보고 축하 파티 밴드를
따라가며 팰로앨토 공동체, 팰로앨토 고등학교 학생들, 스태프, 졸업생들, 그리고 시민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
과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mbarcardero Road 캠퍼스의 850 Webster (Channing House)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March Information Form.
- 100주년 기념행사 (오후2시-오후3시)
3월 이후 모든분들을 팰로앨토 고등학교의 화려한 새 공연 예술 센터(Performing Arts Center)에 초대되어
팰로앨토 고등학교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날에는 세계 최고의 보컬 및 연극 공연 및 주목할만한 여
러 팰로앨토 고등학교 동창이 발표하는 특별 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무료지만 일반 입장권은 이곳
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문앞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는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할로윈 의상 교환 및 오싹한 행사
10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 3시
미국 유산 박물관(Museum of American Heritage), 351 Homer Ave, Palo Alto
할로윈 오싹한 행사와 의상 교환 행사를 통해 트랜지션 팔로알토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후 1시에 할
로윈 의상을 가져오실 수 있으며, 오후 1시 20분부터 의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데모에는 이야기 마당, 페
이스 페인팅, 의상 분장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연령대를 환영합니다. 행사에 도움을 주시거나 가지고 계신 능
력을 공유하기 위해 자원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살 이상인 학생들은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
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transitionpaloalto.org/sharing-expo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ignup.com/client/
invitation2/secure/2470459/false#/invitation를 통해 자원 봉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가 있으신
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bacraftswap@gmail.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 10시
Greene MP Room, 750 N California Ave, Palo Alto
모든 PAUSD 학부모를 위한 그린 학부모 네트워크 발표가 진행됩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생을 위한 해외 유
학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학부모 네트워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생을 위
한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분들을 프로그램에 이전에 보내보
신 학부모들이 추천합니다. 본 행사의 발표자들은 Dream Volunteers, 파나마에서 진행되는 Amigos de las
Americas, 여러 국가의 AFS 미국 정부 교환 프로그램, Neighbors Abroad, 팔로 알토의 일본 및 오악사카
와의 자매 도시 교류 프로그램, 유럽의 Adolesco에서 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따뜻한 커피와 차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대 계획 (YCI) 또래 대표들(9th-12th Grade)
청소년 자원봉사단(YCS)에 의해 새로이 주최되는 매력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유대 계획(YCI)의 또래
대표가 되세요! 청소년 유대 계획은 실습을 통한 봉사-학습 프로그램(service-learning program)으로 팰로
앨토 내 청소년들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청소년 또래 대표들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과 청소년들이 학교, 가족, 커뮤니티와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청소
년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다른 어른들과 함께 협업합니다. 한 달에 두 번의 모임이 있을 것이며 모든 대표들
에게는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Yusra Beig에게 yusra@youthcommunityservice.org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