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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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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학부모 휴일 모임, 오후 6:00, Eichler Swim Club

12월
월 3~7일
일 월~금
금
변경된 시간표 : 시간표

12월
월 4일
일화

밴드 겨울 콘서트, 오후 7:30, Spangenberg

12월
월 6일
일목

10학년 학부모 모임, 오후 6:30, 도서관
오케스트라 겨울 콘서트, 오후 7:30, Spangenberg

12월
월 7일
일금

재즈 게스트 콘서트, 오후 7:30, Spangenberg
Sun, Dec 2
Junior Parent Network Holiday Social, 6 PM, Eichler Swim Club
Mon-Fri, Dec 3-7
Alternate Schedules (see Calendar)
Tue, Dec 4
Winter Band Concert, 7:30 PM, Spangenberg
Thu, Dec 6
Sophomore Parents Network, 6:30 PM, Library
Winter Orchestra Concert, 7:30 PM, Spangenberg
Fri, Dec 7
Jazz Guest Artist Concert, 7:30 PM, Spangenberg

Shiyoo Kim

건
전자 어쿠스틱 음악이 함께하는 밴드 겨울 콘서트

Shiyoo Kim

12일 4일 화요일, 오후 7:30
Spangenberg
9학년 콘서트 밴드, 심포니 밴드, 그리고 윈드 앙상블 참여
‘Host's The Planets’의 ‘목성’과 ‘Paper Cut,’ ‘The Machine’등을 통하여 귀를 여십시오. 행성적인
음악에 익숙해지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200만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날을
기억해봅니다.
$5, 학생증이 있거나 Booster pass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장.
Winter Band Concert Featuring Electroacoustic Music
Tue, Dec 4, 7:30 PM, Spangenberg
Featuring featuring the Freshman Concert Band, Symphonic Band and Wind Ensemble
Experience Jupiter with Holst's The Planets and open you ears ears to the sonic possibilities found
among every day objects via electro acoustic performances of Paper Cut and The Machine. Journey
back to The Mothership as the evening concludes with an adaptation of this extraterrestrial piece that
garnered 2 million live YouTube viewers when streamed from Sydney Opera House under MTT's
baton! Tickets
$5, FREE with student ID or Booster Pass.

10학년
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

Haesung Hwang

12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건 도서관
다음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에 우리의 진로상담사, Linda Kirsch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Linda는 모임에서 자녀의 선택을 돕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또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등의 질문에 대답해드릴것입니다.
Sophomore Parent Network Meeting
Thu, Dec 6, 6:30 PM, Gunn Librar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Linda Kirsch, our college and career counselor will be attending our
next parent network meeting. Linda will be there to answer your questions about what you should begin
to think about in helping your student choose and prepare for where they will continue their educational
journey after Gunn.

겨울 오케스트라 콘서트

Haesung Hwang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Spangenberg Theater
***Jim Shelby선생님 또한 객원 독주자로서 참여합니다***
Rutter, Prokofiev, Corelli, Leroy Anderson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건 실내악단이 만들어내는 겨울 콘서트를 보러오세요! F와 G 피리어드 각 악단의 연주와 두
악단의 합주로 이어지는 피날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건 극단의 Jim Shelby 선생님 또한
Leroy Anderson의 타자기 “The Typewriter”의 독주를 위해 참석하시며, 환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Winter Orchestra Concert
Thu, Dec 6, 7:30 PM, Spangenberg Theater
***Featuring Guest Soloist Mr. Jim Shelby***
Works by Rutter, Prokofiev, Corelli and Leroy Anderson
Please join us for a winter concert that will feature Gunn Chamber Orchestra, the Gunn F and G Period
Orchestras and a finale with both groups combined together for two pieces. Mr. Jim Shelby will solo on
Leroy Anderson's "The Typewriter," with reception to follow!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쉬세요
쉬세요!

David Jeong

12월 7일 오후 3시30분, 프레시맨 쿼드 (Freshman Quad)
ROCK, Gunn에서 가장 오래 설립된 정신건강 클럽이 Animal Assisted Happiness와 협력을해서
캠퍼스에 모바일 외양간 을 세울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Amphitheater을 들리면 아기 말,
아기 당나귀, 염소, 양,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비둘기 등을 포함 해 귀여운 동물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Come Relax with Cute Animals!
Fri, Dec 7, 3:30 PM, Freshman Quad
ROCK, Gunn's longest-established mental health club, is partnering with Animal Assisted Happiness to
bring a mobile barnyard to campus! Students are invited to stop by the amphitheater after school to
de-stress with adorable animals, some of which may include a mini horse, a mini donkey, a goat,
sheep, rabbits, guinea pigs, pot belly pigs, chickens, and doves!

재즈 아티스트 초청 콘서트

Jihyo Park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스펭겐버그 극장 (Spangenberg Theater)
초청 아티스트 : David Fague - 수석 음악 강사, 곤자가 재즈 연구 프로그램 (Gonzaga Jazz
Studies Program)의 관리자
입장료 : 학생 무료/성인 5달러
Gunn Jazz Guest Artist Concert
Fri, Dec 7, 7:30 PM, Spangenberg
Guest Artist David Fague Senior Lecturer of Music; Director of Gonzaga Jazz Studies Program &
Bulldog Band Director. Admission: Students free/Adults $5.

YCS 봄방학 코스타리카 봉사 여행

Jihyo Park

신청 마감일 : 12월 14일 금요일
건 YCS는 믿을 수 있는 Bay Area 비영리 단체 Dream Volunteers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봄방학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봄방학 중 (2019년 3월 30일 ~ 2019년 4월 6일) 에 있을 예정이며 모든 건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행 비용은 비행기 가격을 포함해 2050달러입니다. 여행에 대한
정보는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신청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건 선생님 David Deggeller
(ddeggeller@pausd.org)에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수학과 교무실 N-200에서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Dream Volunteers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YCS Spring Break Service Trip to Costa Rica
Sign-up deadline: Fri, Dec 14
Gunn YCS is partnering with a Bay Area nonprofit experienced in authentic service trips, Dream
Volunteers, to organize this Spring Break trip. The trip takes place during Spring Break (March 30,

2019 - April 6, 2019) and is open to all Gunn students. Cost for the trip is $2050, including airfare.
Please watch this video to get an idea of the overall trip experience. To sign up or ask questions, you
may reach out to Gunn teacher, David Deggeller, at ddeggeller@pausd.org or see him in the math
office in room N-200. To learn more about Dream Volunteers, visit their website at
https://www.dreamvolunteers.org/.

지난 호에서
호에서:
9학년
학년 학부모 휴일 모임

11월 28일 수 오후 7:30-9:00
14190 Amherst Ct, Los Altos Hills
Masha와 Jim Doty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특별히 정해진 주제는 없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와인, 치즈, 과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간식, 또는 논의할 주제를 준비해 오셔도 좋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만나 뵐 수
있길 바랍니다 -- Jen, Masha, Rose, Roberta, 9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9th Grade Parent Holiday Social
Wed, Nov 28, 7:30-9:00 PM, 14190 Amherst Ct, Los Altos Hills
Please join us for our 9th Grade Parent Holiday Social at the home of Masha and Jim Doty, 14190
Amherst Court, Los Altos Hills. We have no specific agenda for this social and would love to spend the
time getting to know each other better! We'll have a couple of fun ice breakers, wine, cheese, fruit, and
dessert. Feel free to bring other treats to share and any topics you'd like to discuss. We can't wait to
see you there! --Jen, Masha, Rose, and Roberta, 9th Grade Parent Network Coordinators

보상을 위한 페달밟기
페달밟기(Pedaling 4 Prizes)

Haesung Hwang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도보, 버스, 혹은 카풀과 같이 등교시 개인이 운전해서 오는 것
이외의 교통 수단 사용을 권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대기 오염 때문에 자전거 사용자를 위한
보상을 추수감사절 휴일 이후의 다음주, 혹은 그 다음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분들은 학생들을 맞으며 허쉬 키세스 초콜릿을 나눠줄 것이며, 색이 있는 키세스를
뽑은 학생들에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날이 짧아지고 있으니 자전거의 전면과 후면
모두 등을 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의가 있으시다면 Marilyn Keller에게
marilynkeller@gmail.com을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Pedaling 4 Prizes
Please help encourage everyone to keep using alternative transportation to school by commuting to
school by bike, scooter, skateboard, walking, bus, or carpool. Due to the poor air quality, we are
postponing Pedaling 4 Prizes until a week or two after Thanksgiving break. Parent volunteers will be
greeting all students with chocolate Hershey kisses plus special prizes for those who get colored
Hershey kisses. Be sure to use front and rear bike lights now that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Marilyn Keller at marilynkeller@gmail.com.

케냐의 티에쿠누
티에쿠누(Tiekunu) 초등학교를 위한 도서 기부

Haesung Hwang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이전까지, E-2
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2년간 티에쿠누 학생들은 천 권이 넘는 책들을 기부받아

읽고있습니다. 아이들 대신, 건 고등학교의 읽고 쓰기를 위한 한걸음 동아리(Stairway to Literacy
Club)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읽고 쓰기를 위한 한걸음 동아리는 이제 세번째 도서 기부를
시작하려 하며 책을 모으기 위해 여러분의 기부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1학년부터 5학년을 위한
책들이 가장 선호되며, 종이 책이 아닌 비디오, 비디오카세트 녹화기부터 어떤 최신 장비등 장비
또한 받습니다. 등불, 혹은 다른 문학-기술에 연관된 매체 또한 특별히 환영합니다. 부디 책들을
E-2로 제출해주시거나 Kinyanjui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장비 기부, 혹은 문의는
StairwayToLiteracy@gmail.com으로 연락해주십시오.
Book Drive for Tiekunu Primary School in Kenya
Drop off any time before Thu, Jan 31, 2019, Rm E-2
Thanks to the Gunn community's support, Tiekunu students are now reading over 1000 books donated
in past two years. On behalf of the children, Gunn's Stairway To Literacy Club thanks you for your
generosity. The Club would like to start its third book drive and calls for your support to donate reading
books, preferably for grades 1-5. Besides traditional paper books, we are accepting any technology,
from VCRs to the latest tech. Kindles and other technology-literature mediums are especially welcome.
Please drop off books at room E-2 or talk to Mr. Kinyanjui. For technology donations and/or questions,
please contact StairwayToLiteracy@gmail.com.

PAUSD & PTAC
**새소식
새소식** 매주 금요일 관리자의 위원회 정보 갱신

Jaegyung Lee

매주 금요일 이곳에 업데이트되는 돈 어스틴 박사(Dr. Don Austin)의 주간 위원회 정보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NEW* * EACH FRIDAY! Superintendent's Weekly Board Update
Read Dr. Don Austin's Weekly Board Update, published new each Friday https://www.pausd.org/news.

**새소식
새소식** PTA위원회의
위원회의 스탠포드

Jaegyung Lee

12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7시 30분 / 그린 중학교 MPR, 750 N California Ave, Palo Alto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7시 30분 / JLS MPR/식당, 480 E Meadow Dr, Palo Alto
(생방송 중계 및 녹화될 예정)
본 모임은 PAUSD 학부모들에게 성장 협정(Development Agreement)의 임원들로부터 현재
스탠포드와 산타 클라라 감리 위원회에서 성사시키는 중인 협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과도한 학생 수와 보다 질 낮은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하셔서 PAUSD의 학부모와 직원들에게 이 협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지금 취한 행동은 미래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NEW* * PTA Council Host Stanford General Use Permit School Community Meeting (2 of 2)
Wed, Dec 5, 6:30-7:30 PM, Greene Middle School MPR, 750 N California Ave, Palo Alto
Wed, Dec 12, 6:30-7:30 PM, JLS MPR/Cafeteria, 480 E Meadow Dr, Palo Alto (will be live-streamed &
recorded)
These important and timely meetings are to give PAUSD parent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and give
input to our elected officials on the Development Agreement currently being negotiated as between
Stanford University and Santa Clar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Now is the time to speak up, or we
might end up with overcrowded schools and less resources for staff and students. We hope you will join
these meetings and help PAUSD parents and staff know about this important issue. What we do now
will impact our school families for years to come!

팰로앨토 주간지

팰로앨토 주간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이 겪고 있는 산후 우울증, 불안감과 같은 증상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의 대한 기사를 쓰고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전속작가인 Elena Kadvany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kadvany@paweekly.com.
Palo Alto Weekly Story
The Palo Alto Weekly is working on a story about the mental health challenges that new and expecting
mothers face, including postpartum depression, anxiety, stigma and other issues. If you are willing to
share your story, please email staff writer Elena Kadvany at ekadvany@paweekly.com.

커뮤니티
플레처 중학교 책과 버거의 밤

Frances Kim

화, 12월 4일, 오후 5-8시, Books Inc.와 Kirk’s Burgers, 855 El Camino Real, Palo Alto
Town & Country를 방문하셔서 플레처 중학교 도서관을 지원해주세요. Books Inc.에서
쇼핑하시고 Kirk’s 에서 식사하세요; Books Inc.와 Kirk’s는 본 행사의 수익금의 일부를 플레처
중학교에 기부합니다. Town & Country 상점들의 추첨 상품도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바로 직전에 모두에게 즐거운 행사입니다!
Fletcher Middle School Books & Burgers Night
Tue, Dec 4, 5-8 PM, Books Inc. and Kirk's Burgers, 855 El Camino Real, Palo Alto
Come to Town & Country to support the Fletcher Middle School Library. Shop at Books Inc. and eat at
Kirk's; they are donating a portion of the night's proceeds to FMS Library. We will have raffle prizes
from many other T&C stores too. Win-Win for everyone just before the holidays!

팰리 합창단 16회
회 연례 Madrigal 축제

Frances Kim

토/일, 12월 8/9일, 오후 1:30 착석/다과, 오후 2시 공연, 팰로 앨토 고등학교 Performing Arts
Center, 50 Embarcadero Rd, Palo Alto
헨리 8세가 2018년도 16회 연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헨리 8세는 왕궁에 여러분을
초청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번 시즌의 축제에 동참하도록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합창단의 노래,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진 광대, 최상급의 차,
샌드위치와 디저트가 제공되는 잔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적절하고
재밌습니다. 야호! https://palychoir.vbotickets.com/events에서 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aly Choirs 16th Annual Madrigal Feaste
Sat & Sun, Dec 8 & 9, 1:30 PM seating/refreshments; 2 PM show, Palo Alto High School Performing
Arts Center, 50 Embarcadero Rd, Palo Alto
King Henry VIII welcomes you to his 2018 16th Annual Feaste. The King welcomes all ye to his palace
to join him and his family in the festivities of the season. Ye shall hear the finest choirs in all the lands,
see a jester of unparalleled talent, and feast on sumptuous tea sandwiches and desserts. Appropriate
and fun for all ages. Huzzah! Tickets available at https://palychoir.vbotickets.com/events.

팔리 음악 프로그램을 위해 보드게임
보드게임, 퍼즐을 기부
기부/구매해주세요
구매해주세요

Jeeyoo Kim

12월 8일 오전 9시-오후 2시 토

Paly Flea Market, Palo Alto High School parking lot (corner of El Camino Real and Embarcadero)

겨울 방학을 맞이해 보드게임을 즐기십시오! 퍼즐 맞추기에 도전하십시오! 보드게임, 퍼즐
기부를 통해 수납공간도 만들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팔리 벼룩시장에 오셔서
보드게임을 기부하시고 새 보드게임도 사십시오. 도자기, 유리 잔, 꽃, 팔리 스포츠 부스터 기념품
등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팔리 학생들이 준비한 버거, 코코아, 디저트 등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공간을을 빌리셔서 직접 물건을 파실 수도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팔리 음악
프로그램을 위해 쓰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Colleen Nielsen,
colleen.nielsen@gmail.com, 또는 Heike Fischer, hef5683@yahoo.com에게 연락해 주세요.
Donate/Buy Board Games and Puzzles To Benefit PALY Music Program
Sat, Dec 8, 9 AM-2 PM, Paly Flea Market, Palo Alto High School parking lot (corner of El Camino Real
and Embarcadero)
Try some new board games during winter break! Work on a new puzzle! Make room on the shelf and
donate your used board games and puzzles for a good cause. Come drop off gently used board games

and puzzles and get some new ones at the Paly flea market. Shop for handmade ceramics, vintage
glasses, fresh flower arrangements, Paly Sports Boosters gear, and much more. Enjoy a burger, hot
chocolate and dessert prepared by Paly music students. Did you know that you can rent a space to sell
your own artisan or used items? All funds raised through the Paly flea market benefit the Paly music
program. Questions? Contact Colleen Nielsen, colleen.nielsen@gmail.com, or Heike Fischer,
hef5683@yahoo.com.

팰로 앨토 고등학교 페어리 아츠 겨울 유리 제품 판매

Jeeyoo Kim

12월 14일 오후 3-6시 금
12월 15일 오전 11시-오후 4시
Palo Alto High School, inside the Tower Building (Administration Bldg), 50 Embarcadero Rd,
Palo Alto
유리로 된 눈사람, 사슴, 장식품, 컵, 그릇, 캔디 케인 등이 있습니다. 팔리 글래스는 훌륭한 선물을
만듭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를 위해 쓰입니다. ARTS를 지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수제 보물. 팔리 교사, 졸업생, 재학생들의 협업을 통한 제작. 판매수익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조소 커리큘럼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페어리 아츠 프로그램을 위해 쓰입니다.
직접 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초대하세요! 무료 쿠키와 따뜻한
사과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facebook.com/PalyFieryArts
https://sites.google.com/site/palyglass/home/july-clay-glass-festival
연락처: PalyFieryArts@gmail.com
Palo Alto High School Fiery Arts Winter Glass SALE - Great Gifts!
Fri, Dec 14, 3-6 PM, Sat, Dec 15, 11 AM-4 PM, Palo Alto High School, inside the Tower Building
(Administration Bldg), 50 Embarcadero Rd, Palo Alto
Glass snow-people, reindeer, ornaments, cups, bowls, candy cane and more. Paly Glass make great
gifts: it supports a local non-profit. It supports the ARTS. It's a unique hand-made treasure that brings
JOY. Made by Paly instructors, alums and students. Sales benefit the Fiery Arts program which creat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an amazing sculpture curriculum. Live demonstrations! Invite
you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Free cookies & hot cider! www.facebook.com/PalyFieryArts
https://sites.google.com/site/palyglass/home/july-clay-glass-festival
Contact: PalyFieryArts@gmail.com

Dream Volunteers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2019년
년 가족 봉사 여행

Jiyoon Lee

참가신청 마감: 2019년 1월 13일
여행기간: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2007년부터 지역의 비영리 단체인 Dream Volunteers는 학교와 가족을 위한 해외 봉사여행을
조직해왔습니다. Dream Volunteers와 함께하는 봉사여행은 당신의 가족을 아름다운 문화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방법이면서 그들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여름의 과테말라 가족 봉사 여행은
지금 온라인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취학전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적합한
여행입니다. 여행정보에 대해서는 여기(here)를 클릭하십시오. 12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https://zoom.us/j/898941891)에서 이번 여행에 대한 정보와 연관된 실시간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직접 info@dreamvolunteers.org를 통해 Dream Volunteers와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Dream Volunteers Summer 2019 Family Service Trip to Latin America
Deadline for sign-up: January 13, 2019. Trip takes place June 24, 2019 - July 1, 2019.
Dream Volunteers, a local non-profit, has been organizing service trips abroad for schools and families
since 2007. A service trip with Dream Volunteers is an incredible way to immerse your family in a

beautiful culture, while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people striving to lift up their communities.
Sign-ups for next summer's Guatemala Family Volunteer Trip are happening now online. This trip is
appropriate for families with kids between pre-school and high-school age. Click here for trip info. There
will be a live webinar with more information about the trip on December 5 at 7:30 PM using this link:
https://zoom.us/j/898941891. Or you can reach out directly to Dream Volunteers with questions at
info@dreamvolunteers.org.

지난 호에서
호에서:
팰로앨토 고등학교 체육 진흥회

연말 준비 동시에 팰로앨토 고등학교 체육 진흥회를 지지해주세요! 아름다운 Oregon holiday
tree가 추수감사절 후 팰로앨토 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판매됩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4-9시
11월 24일-25일,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9시
12월 1일-2일,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팰로앨토 고등학교 체육 진흥회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Paly Sports Boosters Holiday Tree Fundraiser
Get a head start on your Holiday preparations and support the Paly Sports Boosters at the same time!
Beautiful Oregon holiday trees will be on sale in the Paly front parking lot after Thanksgiving:
Friday, Nov 23, 4-9 PM
Saturday & Sunday, Nov 24-25, 9 AM-6 PM
Friday, Nov 30, 4-9 PM
Saturday & Sunday, Dec 1-2, 9 AM-6 PM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Paly Sports Boosters!

스탠포드의 2019년
년 겨울 고등학교 학외 연수

Jaegyung Lee

지원서 마감일: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
본 연수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으며, 고등학생들이 하루종일 대학의 저널리즘에 관한 워크샵,
저명한 출판물인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등의 저널리스트와의 만담, 또는 스탠포드
재학생으로부터 대학 원서에 관한 팁을 받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뉴스 기사를 적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긴급 뉴스 역할극, 저널리즘 윤리 등등을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일 멘토를 배정받아 차후에도 연락을 계속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이곳
지원서: 지원서.
Stanford Daily Winter 2019 High School Externship
Application deadline: Thu, Nov 30, 11:59 PM
The Stanford Daily Winter 2019 Externship is a highly competitive, day-long program for high schoolers
to gain experience with collegiate journalism via workshops, to interface with professional journalists
from renowned publications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and to get
college application tips from real Stanford students. In addition, they will learn valuable skills about
everything that goes into writing a news article, roleplay a breaking news scenario, explore journalism
ethics, and more. Students will also be paired with a Daily staffer who will serve as a peer mentor them
regularly over the ensuing month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apply, click here. To access the
application link directly, click here.

학교,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을 위해 필요한 것들
학교

Philip Chung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 8시 반, Mitchell Park Library, Midtown Room,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본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유대감과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lily@youthcommunityservice.org.)로 Youth Connectedness Initiative의 학부모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Talk to Me: What Do You Need to Feel Connected to School, Family and the Community?

Wed, Dec 5, 7-8:30 PM, Mitchell Park Library, Midtown Room,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A conversation with adults and youth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youth feeling like they
belong and building relationships that help youth thrive. To attend, please register. For more
information, visit here. Questions? Please contact Youth Connectedness Initiative - Parent Program
Coordinator at lily@youthcommunityservice.org.

Fox Theatre에서
에서 열리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

Frances Kim

금, 12월 7일 오후 7시, 일, 12월 9일 오후 2시와 5시
Fox Theatre, 2215 Broadway, Redwood City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하는 건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러 오세요! 베이 지역의 가장 가족 친화적인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레드우드 시티에 위치한 Fox Theatre에서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Ballet America에서 준비하는 공연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무용가들은 물론 건
고등학교의 자랑인 Sage Leland가 포함되어 있는 100명의 지역 무용가들과 함께합니다.
http://www.foxrwc.com/에서 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서 만나요!
The Nutcracker at Fox Theatre
Fri, Dec 7, 7 PM, and Sun, Dec 9, 2 & 5 PM, Fox Theatre, 2215 Broadway, Redwood City
See Gunn High School students perform in the Nutcracker! Enjoy the Bay Area's most family-friendly
Nutcracker performance at the historic Fox Theatre in Redwood City. Ballet America's show has it all:
professional dancers alongside 100 local performers including Gunn High's very own Sage Leland.
Tickets are available at www.foxrwc.com. See you at the Nutcracker!

TWOSET VIOLIN과
과 함께하는 휴일 공연

Jeeyoo Kim

12월 9일 일요일
Smithwick Theatre, 12345 El Monte Rd, Los Altos Hills
팰로앨토 챔버 오케스트라(PACO)가 SNS에서 공연등을 통해 이백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TwoSet Violin, Brett Yang and Eddy Chen의 공연을 주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5개의 PACO
오케스트라 모두의 개별 무대와 합동으로 공연하는 Handel favorites을 포함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PACO에서만 사실 수 있습니다.
(일반좌석: $30, 특별좌석: $40).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pacomusic.org를 방문해
주세요.
Holiday Extravaganza with TWOSET VIOLIN
Sun, Dec 9, 3 PM, Smithwick Theatre, 12345 El Monte Rd, Los Altos Hills
Palo Alto Chamber Orchestra (PACO) is thrilled to host TwoSet Violin, Brett Yang and Eddy Chen,
whose hilarious skits and classical send-ups have garnered over 200 million social media viewings
worldwide. Our Holiday Extravaganza includes all five PACO orchestras performing separately as well

as together for some Handel favorites. You never thought classical music would be this much fun. This
concert is PACO's only ticket event ($30 general / $40 preferred seating). For details and to purchase
tickets visit: www.pacomusic.org.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동아리

Jiyoon Lee

12월 20일 오후 4-5:30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연말 피자 파티. 회원들이 글쓰기 대회 응모작과 내년 예정 활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6-12학년
대상.
Creative Writing Club for Teens
Thu, Dec 20, 4-5:30 PM,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End of year pizza planning party. Join us while we work on our writing contest entries and plan
activities for the upcoming year. Grades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