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Headline
Philip Chung
1월 11일 금요일
대체 일정 (캘린더 참고)
오후 6시 반, 12학년 학부모회 모임, 포스터 갤러리 (The Foster)
1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15분, 밴드 오케스트라 진흥위원회(Band & Orchestra Boosters , 모금 행사 관련 단체) 모임, 음악
건물
1월 17일 목요일
교장-학부모회 면담, 오전 8시 45분, 교직원 휴게실(Staff Lounge)
겨울 타악 앙상블 공연, 오후 8시 반, 음악 건물
1월 21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jr. 기념일 - 휴교
1월 22일 - 25일
대체 일정 (캘린더 참고)
Fri, Jan 11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Senior Parent Network Social, 6:30 PM, The Foster
Wed, Jan 16
Band & Orchestra Boosters Meeting, 7:15 PM, Music Bldg.
Thu, Jan 17
Principal's Coffee & PTSA Meeting, 8:45 AM, Staff Lounge
Winter Percussion Ensemble Concert, 7:30 PM, Music Bldg.
Mon, Jan 21
MLK Holiday - NO SCHOOL
Tue-Fri, Jan 22-25
Alternate Schedules (see Calendar)

Gunn
Philip Chung
공지: 건 교직원 연초 연회를 위한
마감일: 1월 11일 금요일, 정오
1월 11일까지 건 교내 복지 센터에서는 매해 연초에 열리는 교직원 연회에서 사용될 상품을 학부모
여러분으로부터 기증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기증 품목은 상품권, 와인, 서적, 및 공연 티켓 등의 상품
가치가 있는 품목으로 제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함에 있어 상품 수여자의 상투적
반응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회에서는 학부모 여러분의 기증으로 교직원 전원에게 소량의 상품이
수여되며, 추첨을 통해 5가지에서 10가지의 대형 상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연초 연회를 위해 상품을
기증해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은 메인 오피스의 Martha를 통해 상품 인수 과정을 밟아주세요. 기증
마감일은 1월 11일 금요일 정오입니다.
Reminder: Donations Needed for Gunn Staff Party
Deadline: Fri, Jan 11, Noon
Gunn's Wellness Center is asking parents for donations for the annual Gunn Staff Party, Friday,
January 11. In past they asked parents to donate anything they thought was prize worthy (no specifics).
A range of gifts from gift cards to bottles of wines to books to tickets for sports games, etc. They would
love to keep it open and to just see what happens. It would be great to get some smaller gifts for
everyone to access and then 5-10 big gifts to raffle off.Martha, in the Main Office, will be collecting the
prizes. The last day to bring a prize will be Friday, January 11 at noon.
Jeeyoo Kim
다음 Principal’s Coffee와 PTSA 미팅
1월 17일 목 오전 8시 45분
교직원 휴게실
건 학부모회의 1월 미팅과 Principal’s Coffee가 1월 17일 목요일에 교직원 휴게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차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Principal’s Coffee: 오전 8시 45분~9시 15분
학부모회 미팅: 오전 9시 15분~10시
행정 미팅: 오전 10시~10시 45분
17일에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Next Principal's Coffee and PTSA Meeting
Thu, Jan 17, 8:45 AM, Staff Lounge
The January Gunn PTSA General Meeting and Principal's Coffee will be held on Thursday, January 17
in Staff Lounge. No parking permit needed.
Principal's Coffee: 8:45- 9:15 AM
PTSA General Meeting: 9:15-10:00 AM
Executive Meeting: 10:00-10:45 AM
Please plan on joining us on the 17th.
Jeeyoo Kim
건 타악기 앙상블 콘서트
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밴드/오케스트라 교실 M1 (Spangenberg 로비와 붙어있음)

9학년 콘서트 밴드, 심포닉 밴드, 윈드 앙상블의 타악기부의 다양한 스타일의 말렛을 통한 연주를
감상하세요. 무료입니다.
Gunn Percussion Ensemble Concert
Thu, Jan 17, 7:30 PM, Band/Orchestra Classroom M1 (attached to Spangenberg Lobby)
Come hear Freshman Concert Band, Symphonic Band and Wind Ensemble percussion ensembles
present a concert of a wide variety of styles of mallet and percussion ensembles. Free to the public.
Shiyoo Kim
미국 수학 경시대회(AMC)를 위해 24명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 55분-10시
이는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봉사 기회이며 선생들이 관리합니다. 각 감독은 시험을 보기 위한 물품 나눔,
인원수 세기, 학생들 감시, 그리고 질문 대답을 하면 됩니다. 과거 감독들은 이 봉사에 매우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건 웹사이트에서 스케줄을 보실 수 있으며, 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10시로 미뤄집니다. 봉사가 가능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이름과 학년을 포함해 Norma Hesterman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nhesterman@pausd.org
24 Proctors Needed for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 (AMC) Exam
Wed, Feb 7, 7:55-10 AM
This is a fun, one-time volunteer opportunity for moms and dads. Teachers administer these exams.
Each proctor assists a teacher by helping to distribute materials, count and monitor students, answer
students' questions, etc. Past proctors have enjoyed this activity in the Math Dept. very much. Note the
special schedule on the Gunn website. The school day for students not testing will begin at 10:00. If
you can serve as one of these ESSENTIAL proctors, please reply to Norma Hesterman at
nhesterman@pausd.org, including the name and grade of your student(s).

PAUSD & PTAC
Romy Chung
**신규** 매주 금요일! 관리자의 주간 게시판 업데이트
매주 금요일 마다 새롭게 출간되는 Dr. Don Austin의 주간 업데이트를 읽어보세요
https://www.pausd.or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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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ALK - Easy Click to Send Your Comments
PAUSD has announced a new online feature to allow parents, teachers, neighbors, and anyone to give
direct feedback to our Superintendent, Don Austin. In case you missed it from the Superintendent
Weekly Friday Communication, here is the link again: https://www.pausd.org/explore-pausd/lets-talk.
Romy Chung
**새소식** 청소년 흡연: 이론, 자료 및 방지
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
Haymarket Theater, 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Palo Alto
새로운 타바코/니코틴, 예를 들어 베이프(vape)나 주울스(Juuls) 같은 상품을 저희 지역 상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연성 담배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팰로앨토 PTA Council가 주최한 이곳에서 Dr. Bonnie Halpern-Felsher께서 새로운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액상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른 맛, 마케팅, 흡연 장소,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및 오해 등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여러가지 요소 또한 상의 할것입니다. 흡연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제안도 소개될것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이 대화에 참여하세요!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새로운 제품의 청소년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도움이되는 증거 기반 자원 및 개입 아이디어로
갖추어보세요.
질문/댓글은: health@paloaltopta.org.
**NEW* * Adolescent Vaping: From Theory to Data to Prevention
Tue, Jan 22, 7-8:30 PM, Haymarket Theater, 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Palo Alto
Novel tobacco/nicotine products, such as vapes and pod-based products such as Juuls, have entered
our local market, and our adolescents are now using these products more often than combustible
cigarettes.
In this talk, organized by the Palo Alto PTA Council, Dr. Bonnie Halpern-Felsher will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new tobacco/nicotine products available, including e-cigarettes/ vapes and Juuls and
other pod-based systems, as well as the e-juices that accompany these products. She will discuss
recent research on reasons for adolescent use of these products, including flavors, appeal, marketing,
perceived reduced harm, ease/place of us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nd misperceptions. She
will also present advocacy efforts occurring in the US to reduce vaping use. Please join in this
conversation with your family! Learn about what our community can do to change the course. Get
equipped with evidence-based resources and intervention ideas that can be used to help prevent and
reduce youth use of these novel products. Questions/ comments: health@paloaltopta.org.
Jihyo Park
**새소식** PTA Council의 행동 독려 공지: Stanford G.U.P.
학부모, 학교 직원, 선생님들과 이웃들에게 PTA Council은 카운티 감독관(County Board of Supervisor)에
당선된 Joe Simitian, Cindy Chavez, Mike Wasserman, Dave Cortese, 와 Susan Ellenberg(1월 7일 선서)

에게 편지를 쓰고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롭게 당선된 분들에게 Stanford G.U.P.가
여러분의 일상과 자녀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제안되는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PAUSD Board of Ed Resolution (adopted 11/14)를 지원하십시오.
● Stanford는 Stanford 면세 주택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지불액을 매년 PAUSD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예산은 재산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Community Funded).
● Stanford는 새 주택 개발(Sand Hill/Quarry Road environs) 근처에 새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4에이커 면적의 땅을 제공합니다.
● Stanford는 새 학교를 짓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developer fees (impact fees라고도 불림)를 내야
합니다.
PTA Council Asks (adopted 11/14)를 지원하십시오:
● Stanfords는 Churchill 길, East Meadow와 Charleston 길에 교차로 안전요원, 안전한 자전거
도로, 안전한 기찻길 횡단을 제공하며 안전한 통학 (Safe Routes To School (SRTS)) 프로그램에
기여합니다.
● Stanford는 PAUSD 학교, 특별히 Nixon 초등학교, Escondido 초등학교와 새 초등학교(건축
예정)에 정원 이상으로 신청된 방과후 케어를 지원해 PAUSD에 기여합니다.
● PAUSD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위한 주택
● 학교가 의미있는 session for school community engagement가 있을 때 이후의 G.U.P. 미팅을
스케줄하십시오.
휴대폰에서 클릭하는 것으로 "call to action" 을 지원하십시오:
● Click My Cause app 무료 앱을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계정을 만들고 "Palo Alto PTA Council" 을 기관으로 설정하십시오.
● “허용”(“allow”)을 눌러 알림을 허용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할 때마다 모바일
알림을 보낼 것입니다.
● 앱에서 빨간색 "act now" 버튼을 눌러 board of supervisors 에게 메세지를 보내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PTA Council, County of Santa Clara와 Stanford General Use Permit 웹사이트들을
방문하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2월 12일 JLS 에서의 학교 안내 미팅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중요 내용 : 4:15 -15:48)
● 팔로 알토 온라인 뉴스 기사
**NEW* * PTA Council Call for Action: Stanford G.U.P.
Parents, Staff, Teachers, and Neighbors: The PTA Council is urging you to write to our elected officials
at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Joe Simitian, Cindy Chavez, Mike Wasserman, Dave Cortese, and
Susan Ellenberg (swearing in ceremony Jan 7). You need to write to them and tell
them how the Stanford G.U.P. will NEGATIVELY impact your daily life and your children's education in
Palo Al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OW is the CRITICAL TIME.
Here are some suggested topics:
● Please support the PAUSD Board of Ed Resolution (adopted 11/14)
● Stanford needs to pay annual payments to PAUSD for every students coming from Stanford
tax exempt housing because our school funding comes from property taxes (Community
Funded).
● Stanford to provide a 4-acre parcel of land to build an elementary school in the
neighborhood of new housing development (Sand Hill/Quarry Road environs).
● Stanford needs to pay developer fees (sometimes called impact fees) for the mitigate the
cost of building a new school.
Please support the PTA Council Asks (adopted 11/14):
● Stanford to contribute to Safe Routes To School (SRTS) Program by providing for safe
intersections manned by crossing guards, safe bike paths, safe rail crossings at Churchill
Ave, East Meadow, and Charleston Road.
● Stanford to contribute to oversubscribed after school childcare on PAUSD school sites,

particular at Nixon Elementary, Escondido Elementary, and new elementary school (to be
built).
● Housing for PAUSD teachers and staff.
● Schedule future G.U.P. meetings when school is in session for meaningful school
community engagement.
PLEASE support this "call to action" with just a tap on your phone:
● Download the FREE Click My Cause app from the App Store
● Create your account, selecting "Palo Alto PTA Council" as your organization.
● Tap "allow" to allow notifications. We will send you a mobile alert every time we need your
voice.
● In the app, tap the red "act now" button to message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more info:
● Visit the PTA Council, County of Santa Clara, and Stanford General Use Permit websites.
You can submit your comments directly via these websites.
● View the recording of 12/12 School Info Meeting at JLS on YouTube. (Core material starts at
4:15 and ends at 15:48 time stamp.)
● Palo Alto Online News Articles
●
Jaegyung Lee
**새소식** 여름 캠프 & 방과후 활동 박람회
2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JLS 중학교 강당, 480 E. Meadow Dr, Palo Alto
30명이 넘는 여름 캠프 및 방과후 활동 주관자들이 각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과 학부모와의 1대1 면담을 할
것입니다. 몇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등록을 요구할겁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되며, 많은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른 금액 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Palo Alto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for Special Education과 Palo Alto Council of PTAs에서 지원합니다. 보육 서비스 및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보육 서비스는 paloaltocac@gmail.com에 미리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 목록 또는 자세한 정보는 www.cacpaloalto.org에서 확인해주십시오.
**NEW* * Inclusive Resource Fair of Summer Camps & After-School Activities
Thu, Feb 7, 6:30-8:30 PM, JLS Middle School Auditorium, 480 E. Meadow Dr, Palo Alto
Join us to meet 30+ providers of summer camps & after-school activities, who will present information
about their programs and be available to talk 1:1 with parents. All providers can accommodate some
students' special needs, either in an inclusive environment or a special program, and can discuss
specific accommodations. Some offer on-site enrollment. Information on financial assistance available,
and many providers offer fee waivers based on need. Organized by the Palo Alto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for Special Education, and co-sponsored by the Palo Alto Council of PTAs. Childcare and
snacks for kids will be provided. Please RSVP for childcare to paloaltocac@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the complete list of vendors as it is finalized, go to www.cacpaloalto.org.

Community
Frances Kim
제 1회 연간 PAUSD 가족 리더십 회담
토, 1월 12일, 오전 8시-오후 4:30, 팰로 앨토 고등학교, 50 Embarcadero Rd, Palo Alto
PAUSD가 제 1회 연간 가족 리더십 회담을 학부모들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PAUSD는 신뢰, 투명성 및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고안된 고품질 세션을 제공하기 위해 Palo
Alto Housing, Children’s Health Council, CAC 및 PAUSD의 직원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올해의 회담은 모든
학부모를 위한 종일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에 모두 적용됩니다. 본 행사에
참석하여 Don Austin 교육감을 만나고 Austin 교육감의 팰로 앨토 학군의 비전에 관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업과 대학 준비부터 소셜 미디어와 Twice Exceptional 학생까지 아우르는 5개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많은 세션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전체나 일부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여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st Annual PAUSD Family Leadership Summit
Sat, Jan 12, 8 AM-4:30 PM, Palo Alto High School, 50 Embarcadero Rd, Palo Alto
PAUSD hosts its 1st Joint Family Leadership Summit for parents of childre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AUSD has partnered with Palo Alto Housing, the Children's Health Council, CAC, and
our very own staff, to bring you high quality sessions designed to build trust, transparency, and
meaningful engagement. This year's Summit is an all-day learning experience for ALL parents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alike. Come meet Superintendent Don Austin and hear
about his vision for the District. Numerous sessions are offered under each of the 5 major strands
ranging from graduation and college readiness to social media and the Twice Exceptional student.
RSVP today! Come for the whole day or just part. More info here.
Frances Kim
스트레스 없는 아이들! Fairmeadow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 행사
월, 1월 14일, 오후 7-8:30, Fairmeadow MP실, 500 E Meadow Dr, Palo Alto
현시대 학부모 코치인 Kiran Gaind가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4가지의 놀라운 비밀들에 관한 연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이며, 모든 PAUSD 가정들을
환영합니다. Fairmeadow 도서관에서 무료 탁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본 행사는 어른들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Kristen_podulka@yahoo.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heconnectedfamily.net/
Pressure-Proof Kids! A Parent Education Event at Fairmeadow Elementary School
Mon, Jan 14, 7-8:30 PM, Fairmeadow MP Room, 500 E Meadow Dr, Palo Alto
Kiran Gaind, Modern Parent Coach, will share her work on Four Surprising Secrets to Raise Happy,
Successful Kids in a Pressure Cooker World. Free event, open to all PAUSD families. Free babysitting
provided in Fairmeadow Library-event for adults only. Contact: Kristen_podulka@yahoo.com with
questions. http://www.theconnectedfamily.net/
Haesung Hwang
실리콘 밸리 소년 합창단 오디션
화, 1월 15일까지 사전 신청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1월 분기를 위한 오디션이 팰로 앨토 시내 근처에 위치한 합창단 예행 연습 장소(600 Homer Ave)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5학년 남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합창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및 중학생들은 상위 레벨
오디션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 소년 합창단은 노래, 음악 이론 및 독보를 가르치기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바쁜 가정을 위한 유연한 스케줄링을 제공합니다. 자체 겨울 및 봄 연주회
외에도 실리콘 밸리 소년 합창단은 스탠포드 대학 Symphonic Chorus and Orchestra, West Bay Opera,
마운틴뷰의 Schola Cantorum과의 합주 및 스포츠 행사에서 국가 제창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info@svboychoir.org에 문의하시거나 h
 ttp://svboychoir.org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ilicon Valley Boychoir Auditions
By appointment, through Tue, Jan 15
Auditions for the January semester will be held at the choir's rehearsal location near downtown Palo
Alto (600 Homer Ave). Open to 2nd-5th grade boys.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boys with choral
experience may audition for upper levels. SVB provides a personalized approach to teaching singing,
music theory, and sight-reading, while providing flexible scheduling for busy families. In addition to their
own winter and spring concerts, SVB performs for local events including appearances with Stanford
University Symphonic Chorus and Orchestra, West Bay Opera, Schola Cantorum of Mountain View,
and singing the national anthem at sporting events. Email info@svboychoir.org or visit
http://svboychoir.org.
Haesung Hwang
Martin Luther King Jr. 기념일
월, 1월 21일, 오전 10시-오후 1시,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팰로 앨토 시와 청소년 봉사활동 단체(YCS)는 Martin Luther King Jr. 박사를 기리기 위한 오후 행사를 통해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본 행사는 팰로 앨토와 인근 커뮤니티에게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명언과 영감을 통해 다양성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단체, 초청
연사, 청소년을 위한 봉사 활동, 음악, 공연 및 다양한 시대의 시민 권리 항쟁 운동을 보여주는 유산 전시를
포함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YouthCommunityService.org/MLK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artin Luther King Jr. Day of Celebration
Mon, Jan 21, 10 AM-1 PM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The City of Palo Alto and Youth Community Service are celebrating diversity through an afternoon
event in honor of Dr. Martin Luther King Jr. This event will give the Palo Alto and surrounding
communities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diversity through the words and inspiration of Dr. Martin
Luther King Jr. The festivities include local organizations, guest speakers, service activities for youth &
teens, music, performances, and a legacy exhibition displaying different period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YouthCommunityService.org/MLK.
David Jeong
팔로알토 챔버 오케스트라 (PACO) 겨울 콘서트
PACO의 재능이있는 젊은 음악가들의 겨울 콘서트 (1월 ~ 3월)를 즐겨보세요.
바로크, 클래식, 로맨틱, 현대 장르 등등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 헨델과 드보르작의 작품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콘서트는 입장료 무료이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날짜들)
일요일, 1월 27일 오후 3시, 팔로알토 아트 센터, Preparatory 오케스트라
일요일, 2월 3일 오후 12시,팔로알토 아트 센터, Superstrings 오케스트,
일요일, 2월 10일 오후 3시, Cubberley Theatre, Sinfonia 오케스트라
3월 3일 오후 3시, 팔로알토 아트 센터, Debut 오케스트라
토요일, 3월 9일 오후 7:30, 세인트 마크 교회, Senior PACO 오케스트라
자세한 정보 및 2018-19 시즌 달력은 www.pacomusic.org 를 방문하거나 info@pacomusic.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Palo Alto Chamber Orchestra (PACO) Winter Concerts
Enjoy a series of winter concerts (January through March) featuring PACO's talented young musicians.
You'll be fascinated by the array of works ranging from Baroque, Classical, Romantic to Contemporary
by well-known composers Mozart, Handel and Dvorak just to name a few. All concerts are admission
FREE and for the entire family to enjoy.
Sun, Jan 27, 3 PM, Palo Alto Art Center, Preparatory Orchestra
Sun, Feb 3, 12 PM, Palo Alto Art Center, Superstrings Orchestra
Sun, Feb 10, 3 PM, Cubberley Theatre, Sinfonia Orchestra
Sun, Mar 3, 3 PM, Palo Alto Art Center, Debut Orchestra
Sat, Mar 9, 7:30 PM, St. Mark's Episcopal Church, Senior PACO Orchestra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2018-19 season calendar, please visit www.pacomusic.org or email
info@pacomusic.org.

David Jeong
PA Art Center 또는 Mitchell Park Library에서 열리는 미술 수업
팔로알토 아트 센터 또는 미첼 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수업 중 하나를 신청하여 학생의 창의력을
기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을 위해 패인팅, 그림, 도예, 사진, 보석류
및 금속 가공 작업반에서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수업 안내와 등록 링크가있는 brochure를 보세요. 수업은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Rebecca
Passarello(rebecca.passarello@cityofpaloalto.org 또는 650-617-3509)에게 연락해 주세요.
Art Classes at the PA Art Center or Mitchell Park Library
Unleash the creativity in your student by signing up for one of art classes at the Palo Alto Art Center or
the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We offer classes Monday-Saturday in painting, drawing,
ceramics, photography and jewelry and metal working for students ages preschool through high school.
Please review our brochure for class information and live links to registration. Classes will run
January-March 2019. Questions? Please contact Rebecca Passarello
(rebecca.passarello@cityofpaloalto.org or 650-617-3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