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
Jihyo Park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6:30 Paul Kanarak과 함께하는 대학 입시에 관한 허구와 사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가을 콘서트
오후 8:00 10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이벤트
Thu, Oct 24
6:30 p.m.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in College Admissions with Paul Kanarak
Thu, Oct 25
7:30 p.m. Fall Concert
8:00 p.m. 10th Grade Parent Network Social

건
Philip Chung
**신규** 건 장학재단(Gunn Foundation)에 지금 당장 기부하세요!
지금 당장 건 장학재단(Gunn Foundation)에 기부하세요. 학생들이 사회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건 장학재단의 저소득층 장학금은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거 보증금, 교과서 구입 비용, 교통 비용, 등 학생 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내일을 지원하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학생들의 인생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바꿉니다.
**NEW** Double Your Impact in October to the Gunn Foundation
Double your donation to The Gunn Foundation in October. Donate Today Click Here Help give students
with financial need a solid start on their future. Gunn Foundation need-based scholarships give promising
students some relief from expenses such as housing deposits, textbooks, travel to and from school, and
student fees that are not covered by financial aid. Your donation in any amount will help give a student an
education and a bright future. Thank you for making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ur students and in the
future of our community.

PAUSD & PTAC
Eunseo Choi
**새소식** 교육감의 뉴스레터와 PAUSD 신문

**NEW** Superintendent's Newsletter and PAUSD News.

Eunseo Choi
**새소식** 팔로알토 화합의 날 7주년! 오렌지 색의 옷을 입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10월 23일 수요일, 모든 PAUSD 학교
우리가 함께 서있을 때는, 아무도 혼자 서있지 않습니다. 각 학교는 각자의 방법으로 참여할테니
당신의 학교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10월 23일에 오렌지 색의 옷을 입으세요! 더

많은 정보: 전국 PTA 괴롭힘 방지 결의안, PAUSD의 괴롭힘 방지하기 페이지와 CAC의 화합의
날 페이지.
**NEW** Palo Alto’s 7th Annual Unity Day! WEAR ORANGE to show your support!
Wed, Oct 23, all PAUSD schools
When We Stand Together, No One Stands Alone. Each school will participate in its own way, so find out
what your school is doing. Wear Orange on Wed, October 23! More info: National PTA’s resolution
against bullying, PAUSD’s Bullying Prevention page and CAC’s Unity Day page.

Romy Chung
**신규** 특수 올림픽 학교 합동 축구 토너먼트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Greene Middle School, Palo Alto
팰로앨토와 주변 구역의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특수 올림픽 학교 합동 축구 토너먼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그린 중학교 학부모회 특별 교육 대표이자 학부모 이사회 부회장인
Christine Baker에게 specialed@paloaltopta.org로 연락바랍니다.

**NEW** Special Olympics School Partnership Soccer Tournament
Fri, Oct 25, 9:30 a.m.-11:30 a.m., Greene Middle School, Palo Alto
Over 150 students from PAUSD and the surrounding area will participate in the Special Olympics School
Partnership Soccer Tournament. For questions, contact Christine Baker, PTA Special Education /
Inclusion Rep at Greene and PTA Council VP Special Education: specialed@paloaltopta.org

커뮤니티
Steven Lee
**신규** PAUSD 중학교 극장에서 ADDAMS 가족을 소개합니다
11월 1일 (금) 오후 7시, 11월 2일 (토) 오후 2시와 7시, 11월 3일 (일) 오후 2시, JLS, 480 E
메도우 드라이브
PAUSD 중학교 드라마 부서가 힘을 합쳐 재미있고 엉뚱한 뮤지컬 모험, 모든 가족의 괴로움을
품은 코믹한 잔치, 무대에서 생생한 독창적인 스토리를 선보입니다. 티켓은 5달러 어린이 (8학년
이하)와 10달러 성인이며,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NEW** PAUSD Middle School Theatre presents THE ADDAMS FAMILY
Fri, Nov 1, 7:00 p.m., Sat, Nov 2, 2:00 p.m. & 7:00 p.m., Sun, Nov 3, 2:00 p.m.,
JLS, 480 E Meadow Drive
PAUSD middle school drama departments join forces to present you a fun wacky musical adventure, a
comical feast that embraces the wackiness in every family, featuring an original story live on stage.
Tickets are $5 children (8th grade & younger) and $10 adults, available for purchase at the door.

Steven Lee
**신규** YCS는“강화 된 가족”을 제시합니다
11월 2일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그린 중학교 다목적실, 750 N 캘리포니아 애비뉴
Youth Community Service는 Search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워크샵인“가족 강화”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발달 관계를 통해 학교, 프로그램 및 가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VSP 웹 사이트(website)를 방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ycs@youthcommunityservice.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NEW** YCS Presents “Strengthening Families”

Sat, Nov 2, 10:00 a.m. – 1:00 p.m., Greene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750 N California Ave.
Youth Community Service is proud to present “Strengthening Families,” a workshop presented by Search
Institute and designed to help create connections in schools, programs, and families through
developmental relationships. Please go to our website to RVSP. Questions? please email
ycs@youthcommunityservi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