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일정 
2월 23일, 금요일
11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오전 8시 30분, 스태프 라운지
겨울 댄스, 오후 7시, 보우 체육관(Bow Gym)

2월 26일-3월 2일, 월요일-금요일
대체 스케쥴 (일정: Calendar)


3월 1일, 목요일
청소년 봉사활동일

3월 2일, 금요일
10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오전 8시, 스태프 라운지

3월 5일, 월요일
사이트 위원회(Site Council), 오후 4시, 스태프 라운지

겨울 운동 시상식, 오후 7시, 타이탄 체육관(Titan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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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Gunn) 
RT 88 버스 스케쥴 조정(월요일-화요일, 2월 26일-2월 27일) 
2월 26일, 월요일 
하교시간: 오후 1시 55분 - 88M버스는 베츠 병원(Vets Hospital)에서 오후 2시 3분에, 88L버스는 오후 2시 
5분에 출발합니다. 원래 일정대로 88번버스는 베츠 병원에서 오후 2시 5분에 출발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 
하교시간: 오후 3시 5분 - 88M버스는 병원(Vets Hospital)에서 오후 3시 13분에, 88L버스는 오후 3시 15분
에 출발합니다. 원래 일정대로 88번버스는 병원(Vets Hospital)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 88
번버스는 베츠 병원에서 오후 3시 17분에 출발합니다.


수 홍(Su Hong)에서 함께하는 저녁식사 - 12학년 모금 행사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30 -오후  15:00. 오후 16:30-21:30 PM 
수 홍 레스토랑(Su Hong), 4256 El Camino Real, Palo Alto 
12학년 학생들을 응원하러 오십시오! 오는 수요일, 수 홍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스토랑에서 소비하신 비용의 25%는 2018학년도 졸업하는 12학년 학생들의 졸업 행사를 위한 
모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홍보물은 필요하지 않으나,  건 고등학교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12
학년 학생들이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봉사활동의 날을 위한 몇 명의 학부모 인솔자 긴급히 모집중 
3월 1일 목요일, 오전 8:15 -오후 14:15 
청소년 사회 봉사 단체(Youth Community Service, YCS)는 매년 봉사활동의 날(Community Service 
Day)를 매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주최되기까지 학생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학부모 인솔자가 동
행하지 않는 봉사활동 일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솔자가 배치되지 않은 일정으로는 JC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어르신들 보조, 캐노피(Canopy)의 나무심기, 그리고Magic Bridge의 능력 기반 
교육과정 테스트(testing the ability inclusive curriculum)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끄는 팀과 인솔자는 버
스로 이동하는 교외 봉사활동 장소까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각 인솔자분들은 인솔 자원 묶음
(chaperone resource packet) 을 수령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행사를 지원하시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혹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nhesterman@pausd.org 또는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같이 봉사활동을 신청하신다면 더 좋
습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계 운동 시상식(Winter Sports Awards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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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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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Site Council) 학부모 대표를 모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마감일: 2월 23일, 금요일 
건 위원회에서다음 8월부터 2년의 기간동안 해주실 수 있는 2명의 학부모분들을 모집합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klaurence@pausd.org).  학부모 대표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류(신청하기)를 2018년 2월 23일 금요일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서류를 복사, 작성, 그리고 
온라인 서류를 melderon@pausd.org, 혹은 팩스(650) 493-7801, 또는 건 고등학교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780 Arastradero Rd, Palo Alto, CA 94306).


대학, 진로 센터: 다가오는 학부모 행사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스태프 라운지 
대학에 대한 정보를 오 리스트(O LIst)의 창업자가 발표합니다. 대학 토픽(college topics), 전공, 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될 예정입니다.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스태프 라운지 
“대학 입시 트렌드 바꾸기”(Changing Trends in College Admissions). 펠리시아 파히(Felicia Fahey)와 
함께합니다.


ATTN: (시니어와 시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만 해당) 졸업가운과 
학사모 주문에 대한 추가정보 
아직 졸업식에서 사용할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본 졸업가운과 학사모(Basic Cap and Gown Unit): https://goo.gl/QCPJ6A . 그 외의 
것들:  https://goo.gl/W5nBQQ. 또한 5월 22일에 있을 봄 배달의 날(spring delivery day)에 $50을 가지
고 오시면 조스탠스(Jostens)에게서 추가 학사모, 졸업가운, 술(tassel) 등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학사모, 졸업가운, 옷술 	 $50

학사모, 옷술	 	 $25

학사모	 	 	 $15

옷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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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D & PTAC 
**신규** PAUSD 관리자의 주간 메시지 
PAUSD 관리자 캐런 헨드릭스(Karen Hendricks)의 주간 메시지를 인피니트 캠퍼스(Infinite Campus)를 
통해 확인하지 못 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확인해주십시오. 


PAUSD 세컨데리 아트(Secondary Art)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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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공로상 후보자 추천 
후보 추천 마감일: 2018년 3월 1일 
명예 공로상(Honorary Service Awards) 후보 추천. 팰로 앨토 학부모 이사회(Palo Alto Council of PTAs)
는 매년 아동과 청소년에게 봉사를 한 개인 혹은 단체 에게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회 명예 공로 상(California 
State PTA Honorary Service Awards)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기적이며 가시적인 공로의 여
부입니다. 학부모회 명예상 선정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 년에게 헌신한 개인 혹은 단체를 지역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신 학부모회 자원 봉사자도 학교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
다. 각 학부모회는 단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 다. 수상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아신다면 다
음의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Nomination for HSA2018. 2018년 4월 26일 목요일에 개최될 명예 공로 시상
식에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수상자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팰로 앨토 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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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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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 21회 후아나 런 (Juana Run) 
2월 24일 토요일, 오전 8:30 첫 경기 
오전 8시 15분까지 후아나 브리오네스 초등학교(Juana Briones School)에서 순번표 발급, 4100 Orme 
Street, Palo Alto 
종목: 8km 달리기, 5km 달리기, 1마일 달리기, 및 어린이 경기. 경치 좋은 배론 공원(Barron Park)의 평면 
트랙을 질주하십시오.  본 경기의 이익금은 건 체육 진흥회(Gunn High School Sports Boosters), 후아나 
브리오네스 학부모회(Juana Briones PTA), 웨스트 밸리 트랙 클럽(West Valley Track Club)에 배분됩니
다. 참가자에게는 팬케이크 아침과 테크 셔츠가 지급됩니다. 건 고등학교(Gunn High School)에서 주차하십
시오. www.juanarun.org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등록하십시오.


어덜팅 101(Adulting 101): 호신술 @ RI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미첼파크 커뮤니티 센터(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팰로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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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3월 10일, 오후 4-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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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by

Philip Chung

Translation by

Jeeyoo Kim

Translation by 
France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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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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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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에서:  

“십 대와 기술을 이야기하다.” My Digital TAT2 발표회 
2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 8시 
A.스페이스 아트 갤러리 (A.Space Art Gallery) ,  773 Santa Cruz Ave, Menlo Park 
My Digital Tat2 (MDT2)와 저녁 시간을 함께하시고 십 대인 자녀들과 SNS와 인터넷상의 관계에 대한 전략
을 세워가세요! 십 대 조언자 질문에 대한 대답과 대화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멘로 파크 시내에(down 
town Menlo Park) 있는 A.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의 삶은 기술을 통해 움
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십대에게, “상시 접속"의 영향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십대들은 기술을 바람직한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세
계에서 헤메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규칙이 따르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도 없이, 십대들은 갈수록 커지는 온라
인에서의 “실수"할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평판을 해칠 수 있고, 주홍글씨처럼 남을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참여 가능
합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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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고리안(Michael Gurian) 강연 “ 소년, 소녀들의 마음” 
2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힐뷰 중학교 PAC(Hillview Middle School PAC,  1100 Elder Ave, Menlo Park) 
유명한 교육자, 가족 상담가이자 베스트 셀러 작가인 마이클 고리안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감을 주고, 실용적이며 유머스러운 강연을 합니다. 소년과 소녀들은 가정과 학교 생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클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부모, 교육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30년 이상의 연구와 상담
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어린이의 학습 정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학습하고 성장하는
지, 문화가 소년 소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추적
합니다. 행사 후 마이클의 책 사인회가 열리며,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되며, 유아를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
가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mpcsdspeakerseries.com를 참조하십시오.


가상현실(VR) 체험 
3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5-12학년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체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등록은 https://paloalto.bibliocommons.com/
events/5a70fa9d09f5a63400f89528을 참조하십시오.


록히드마틴사(Lockheed Martin Corp.) 유급 인턴쉽 지원 (11학년) 
지원 마감일: 3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팰리 또는 건 직업 체험 사무실(Paly or Gunn Work Experience office) 
록히드마틴사의 태양 및 천체물리학 연구소(팔로알토 소재)에서 현재 11학년을 대상으로 유급인턴을 모집합니
다. 지원 자격은 GPA 3.5 이상, STEM에 관심있는 시민 혹은 영주권자입니다. 돌아오는 여름에는 풀타임, 12
학년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12학년 마치고 내년 여름에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됩니다. 학기 중에는 직장 체
험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지원 서류는 상기한 시간까지 학교의 직업 체험 사무실에 제출하며, 서류는 직업 체험 
사무실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http://gunn.pausd.org/lockheed-martin-paid-internship를 참
조하세요.


엘 카미노 청소년 교향악단 (El Camino Youth Symphony Orchestra) 봄 오디션 
3월 - 4월 
팰로 앨토 
팰로앨토를 연고로 하는 엘 카미노 청소년 교향악단(El Camino Youth Symphony Orchestra *골든 스테이
트 청소년 오케스트라/Golden State Orchestra로 개명 예정)이 6세에서 18세 사이의 2018-19년 시즌 입
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교사진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실력
에 맞는 6개 부문 오케스트라/앙상블 중 한 곳에 배정됩니다. 단원들은 전문적인 곡목을 연주하고 숙련된 코치
의 지원을 받으며 베이 에리어의 여러 콘서트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악기 연주자들의 가입을 환
영하나, 현재 가장 필요로 한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악기, 바순, 금관악기, 콘트라 베이스, 비올라, 색소폰. 
오디션은 3월부터 4월까지 열리며, 해당 시즌은 8월에서 9월에 시작됩니다. 온라인 가입: www.ECYS.org, 
문의: (650) 665-9046.


Translation by 
France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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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역 사회(YCS) 관리자 모집 
청소년 지역 봉사회는 지역 중심의 비영리 단체이며, PAUSD의 학생들에게 지도력 향상 및 인생 경험을 지역 
봉사 기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YCS는 지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팰로 앨토에서 청소년 유
대감 형성 계획(Youth Connectedness Initiative)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2명의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1. 학부모 워크샵 및 청소년 유대감 형성 관련 활동을 조직할 학부모 프로그램 
관리자(Parent Program Coordinator) 2. 조직의 직원들과 청소년들의 긍정적 사고, 봉사 정신, 그리고 유대
관계 계발에 관여하게 될 청소년 프로그램 관리자(Youth Program Coordinator) 모집 대상은 최근 대학

        

졸업자나 경력이 단절된 관련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 방법은 http://
youthcommunityservice.org/careers/ 에서 확인하세요.


유치원~초등 5학년 대상 독해, 작문, 수학 과외 자원봉사 
이스턴 멘로 파크 혹은 이스트 팰로 앨토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과외 대상 아동의 90%는 저소득층
이며 80% 이상이 독해와 수학 과목에서 학습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매주 같은 교실에서 한 시간씩 지정된 학
생을 가르치세요. 올 스튜던트 매터(All Student Matter)가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지도 훈련을 제공하며, 관
련 업무를 관리합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9월에 시작하십시오. 등록 혹은 문의는 
www.allstudentsmatter.org 에 방문하시거나 담당자 켈리 툴리(Kelly Tully)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keritully@gmail.com).

http://youthcommunityservice.org/careers/
http://youthcommunityservice.org/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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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keritul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