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Jeeyoo Kim
2월 8일 금
교직원감사오찬, 오후 12시 15분
2월 11-13 월-수
대체일정 (달력 참고)
2월 13일 수
9학년 Parent Coffee, 오전 8시 15분, 교직원 휴게실
2월 14일 목
휴교 - 교직원개발일
2월 15, 18일 금, 월
휴교 - 대통령의 날
2월 19-22일 화-금
대체일정 (달력 참고)
2월 19일 화
College Readiness & CAASPP 시험, 오후 7시, 도서관
2월 22일 금
주니어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 오전 8시 15분, 교직원 휴게실
Fri, Feb 8
Staff Appreciation Lunch, 12:15 PM
Mon-Wed, Feb 11-13
Alternate Schedules (see Calendar)
Wed, Feb 13
9th Grade Parent Coffee, 8:15 AM, Staff Lounge
Thu, Feb 14
NO SCHOOL - Staff Development Day
Fri & Mon, Feb 15 & 18
NO SCHOOL - President's Day Holiday
Tue-Fri, Feb 19-22
Alternate Schedules (see Calendar)
Tue, Feb 19
College Readiness & CAASPP Testing, 7 PM, Library
Fri, Feb 22
Junior Parents Network Meeting, 8:15 AM, Staff Lounge

건
Jeeyoo Kim
9학년 Parent Coffee
2월 13일 수 오전 8시 15분-10시
교직원 휴게실
9학년 Parent Coffee에 참석해 주세요. 10학년 이후를 계획하세요. 시간은 오전 8시 30분 부터
9시까지이며 거의 카운슬러 Derek Johanson, Jonathan Fidani, Cora Ross 이 세명이 내년과 그 후의 들을
과목에 관한 Q&A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신청서는 2월 25일까지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저희는 9학년 학생들의 여름 활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어울리는 기회를 갖길 희망합니다. 커피와 가벼운 아침 간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Jen, Masha, Roberta, Rose 9학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9th Grade Parent Coffee
Wed, Feb 13, 8:15-10 AM,Staff Lounge
Please join us for our next 9th Grade Parent Coffee, "Planning Sophomore Year and Beyond." From
8:30-9:00 AM, Derek Johanson, Jonathan Fidani, and Cora Ross, three of our wonderful Gunn
counselors, will lead an informal Q&A about course selections for next year and beyond. (Students'
course selections need to be turned in by February 25th,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get you
questions answered.) We'd also like to exchange ideas about summer options for 9th graders, and
socialize informally. Coffee and light breakfast snacks will be provide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Jen, Masha, Roberta, and Rose, 9th Grade Parent Network Coordinators
Shiyoo Kim
CSU의 College Readiness Testing & 왜 CAASPP 시험이 중요한가
2월 19일 화
도서관
San Jose State University의 College Readiness Program 매니저 Tom Reisz가 CAASPP의 EAP 시험을
활용해 학업성취도와 수학, 영어 수업 배정에 대해 얘기할 예정입니다. EAP 프로그램은 CSU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학생들의 입학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이후 학생들이 입학하였을 때에 쓰입니다.
College Readiness Testing for the CSU & Why the CAASPP Testing Is Important
Tue, Feb 19, 7 PM, Library
Manager of College Readiness Programs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Tom Reisz, will discuss
academic readiness and placement in math and English by taking the Early Assessment
Program(EAP) test in the CAASPP. The EAP program (https://www.cde.ca.gov/ci/gs/hs/eapindex.asp)
is a way for the CSUs to determine where to place students after acceptance in math and english. It will
not determine whether students are accepted, but will be used after.
Philip Chung
Lockheed Martin社 고등학생 인턴 모집중
지원서 마감: 3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Lockheed Martin은 항공 기체의 R&D, 설계, 제작, 관련 기술을 상용화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
항공군수업체입니다. Lockheed Martin社의 Advanced Technology Solar and Astrophysics Center 부서는
30년 넘게 팰로 앨토 교육 지구와 협력하여 과학 연구 관련 인턴 취업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1학년이며,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세요. 문의사항은 본교의 직업 체험 교육
담당자 Theresa McDermott(tmcdermott@pausd.org)에게 연락하세요.
Work Experience Program at Lockheed Martin
Application Deadline: Mon, Mar 4, 3 PM
Lockheed Martin is a global security and aerospace company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the
research,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e, integration and sustainment of advanced technology

systems, products and services. The Lockheed Martin Advanced Technology Solar and Astrophysics
Center has been collaborating for over 30 years with PAUSD to provide a Science Work Experience
Program in a research environment. Students must be in their junior year when they apply. For more
information, click here. Contact Theresa McDermott, Work Experience Education Teacher Coordinator,
tmcdermott@pausd.org, if you have questions.
Romy Chung
건 봉사활동 날: 어른들과 학생 지원 신청이 지금 열립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15분 (시간때는 신청한 봉사 기회에 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매년, Youth Community Service(YCS)는 건 봉사활동의 날을 후원합니다. YCS와 Key Club학생들은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캠퍼스 이 외에도 봉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치원, 공원, 그리고 무료 급식소 같이 캠퍼스 외에 위치한 활동 현장은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학생 지도 팀은 반드시 어른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Gunn website에서 상세 정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nhesterman@pausd.org 또는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 에게
전송해주세요.
Gunn Community Service Day: Adult and Student Volunteer Signups Open NOW!
Thu, Mar 7, 8:00 AM-2:15 PM (times will vary depending on the service opportunity you choose)
Each year, Youth Community Service (YCS) sponsors the popular Gunn Service Day. YCS-Interact
and Key Club students are working very hard to make this day happen. This year there will be on and
off-campus service projects for students and for adult chaperones. For off-campus service projects,
students will travel in buses to various service sites such as pre-schools, parks, or soup kitchens.
MANY adult chaperones are ESSENTIAL to accompany the student-led teams. Please visit the Gunn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to sign up. Questions: nhesterman@pausd.org and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

PAUSD & PTAC
Jaegyung Lee
**신규** 매주 금요일 위원 관리자의 주간 업데이트
Don Austin박사의 주간 위원회 업데이트를 읽으십시오, 매주 금요일 https://www.pausd.org/news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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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gyung Lee
**새소식** PTAC 특별 모임: 스탠포드 G.U.P.
이번주 수요일, PTAC는 총회를 위한 특별 모임(스탠포드 G.U.P. 관련)을 가질 생각입니다. 모든 학교
커뮤니티와 PTA 및 PTSA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교직원 모임(Teri Baldwin), CSEA(Meb
Steiner), PAUSD 위원회(Dr. Jennifer DiBrienza), PAUSD 관리자(Dr. Don Austin), 닉슨 PTA 회장(Matthes
Hayes), 그리고 팔로 베르데 PTA 회장(Karolina Werner), 통학로 안전 위원회(Peter Philips) 등등의 의견
또한 참고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역사상 가장 큰 개발 계획에 대한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전자 및
종이를 통한 편지 적기 운동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각 학교는 그 학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관한 편지를 적을 것입니다(예: 닉슨 PTA의 방과 후 보육 문제). 모든 PTAC는 PTAC 자료표 및 PTAC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이메일 등의 여러 자료를 제공할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www.paloaltopta.org.
**NEW* * PTAC Special Meeting: Stanford G.U.P.: FULLY MITIGATE
On Wednesday, PTAC held a Special Meeting for the General Association focusing on the Stanford
G.U.P. A number of resource materials were provided to all school communities, PTAs and PTSAs. We
heard from Teachers' Union (Teri Baldwin), CSEA (Meb Steiner), PAUSD Board (Dr. Jennifer
DiBrienza) and PAUSD Superintendent (Dr. Don Austin), Nixon PTA President (Matthew Hayes), Palo
Verde PTA President (Karolina Werner), Safe Routes To School Committee (Peter Phillips), and
others. The association had a robust discussion on the issue of the largest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the County, and developed a strategies around letter writing campaigns to Stanford University and
County Board Supervisors, via electronic and paper format. Each school community is choosing to do
their own letter or letters addressing a focus that mostly impact them, e.g., Nixon PTA (focus on
after-school child care). All PTAC provided resource material, including PTAC Fact Sheet, as well as
email addresses are posted and update on the PTAC website. Go here to read more:
www.paloaltopta.org.
Jihyo Park
**새소식** 특별 손님 Joe Simitian 책임자와 함께하는 PTAC 협의회
2월 13일 수요일, 오전 9-11시, 교육청 위원회실 (25 Churchill Ave, Palo Alto)
함께해 주십시오. 모두를 환영합니다. 스탠포드 GUP 개발 계약의 교사 주택 및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위원회 책임자 Joe Simitian님을 초대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NEW* * PTAC General Association Meeting with Special Guest Supervisor Joe Simitian
Wed, Feb 13, 9-11 AM, District Office Board Room, 25 Churchill Ave,Palo Alto
Please join us. We welcome all. We invited Santa Clara County Board Supervisor, Joe Simitian, to
speak to us about the Teacher Housing and Update on the Stanford GUP Development Agreement.
You don't want to miss this.
Frances Kim
**새소식** 지금 행동하세요: 청원서 사인
팰로 앨토 PTA Council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학부모, 교직원, PAUSD 학생들, 팰로 앨토 주민,
동료들 또한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 청원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메시지를 간단합니다.

스탠퍼드가 아이들의 교육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공교육을 받는 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습니다. FULL MITIGATION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교육을 보호할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NEW* * Call to Action: Please Sign the Petition
Palo Alto PTA Council URGES YOU TO TAKE ACTION. Parents, teachers, staff, PAUSD students,
Palo Alto neighbors, and colleagues, too! Please sign the online petition to speak up and voice your
concerns. The message is simple: STANFORD TO SAFEGUARD OUR CHILDREN'S EDUCATION
WITH FULL MITIGATION. PAUSD students who come with no tax dollars for their education in a public
school is just not right. FULL MITIGATION will safeguard our children's education now and for future
generations of school children. Please sign the petition!

커뮤니티
Haesung Hwang
2019년도 팰로 앨토 음력 설 축제
2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5시, 미첼 파크 커뮤니티 센터,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팔로알토 중국인 커뮤니티가 2019년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로 네번째인 축제에는 중국 전통
음악, 악기, 그리고 팔로알토 교육구의 학생들과 지역의 재능이 있는 인재들의 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중국 예술, 게임 부스, 맛있는 음식들 등 의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을겁니다! 축제 참여는 무료이면서 활동 참여비, 그리고 음식 에 사용한 수입은 팔로알토 학교들을
돕는데에 지원을 할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직원, 그리고 친구들도 축제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큰 규모의 행사는 팔로알토 중국인 학부모 커뮤니티, 팔로알토 시, 그리고 팔로알토 학부모 위원회의
노력 때문에 진행이됩니다. 주차공간은 제한되어있으니 보행, 자전거, 아님 카풀로 통해 오는게
유리합니다.
2019 Palo Alto Chinese New Year Fair
Sun, Feb 24, 2-5 PM,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The Palo Alto Chinese Community cordially invite you and your family to celebrate 2019 Chinese New
Year, the Year of the Pig. This fourth annual Chinese New Year Fair features performances of Chinese
folk music, instruments, and dances by students from the Palo Alto Unified School District and local
talents. The fun and festive celebration showcases Chinese art, cultural exhibitions, game booths,
delicious foods and many more! The event admission is free and all proceeds from activities, food, etc
will be donated to support the Palo Alto schools. We look forward to seeing students, parents, teachers,
staff, neighbors, and friends. This large-scale event is organized by the Palo Alto Chinese Parents
Commun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City of Palo Alto and Palo Alto Council of PTAs. Parking is limited,
so please walk, bike, or share a ride.
David Jeong
Rise Together Education의 연례 기금 모금 행사
금요일, 3월 15일 오후 7-11, Domenico Winery, 1697 Industrial Rd, San Carlos
우정, 와인 시음, 저녁 및 춤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 숙박 시설, 현지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및 50
개가 넘는 자동 경매 상품에 입찰하는 귀중한 경험을 얻으십시오. 라이브 옥션 중 패들을 올리면서 4 년제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졸업 할 계획을 돕기 위해 높은 성취도를 가진 저소득 팔로 알토 학생들을위한
기금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티켓을 사세요! 함께 10 표를합시다! Early Bird Pricing은 2 월 28 일에
끝납니다. 티켓은 Rise Together Education Inc에게 지불 한 수표로 구입할 수 있으며 P. 380 Hamilton
Avenue로 보낼 수 있습니다. Box 29, Palo Alto, CA 94301. 여기에서 티켓을 구입하십시오.
경매 카탈로그를 살짝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ise Together Education's Annual Fundraising Gala
Fri, Mar 15, 7-11 PM, Domenico Winery, 1697 Industrial Rd, San Carlos
Please join us for an evening of friendship, wine tasting, dinner, and dancing. Win vacation
accommodations, dinner at local restaurants, and priceless experiences bidding on over 50 silent
auction items. Let's raise our paddles during the live auction to raise funds for high achieving, low
income Palo Alto students to assist with their plans to attend and graduate from a 4year college
program. Buy your tickets today! Put together a table of ten! Early Bird Pricing ends February 28.
Tickets can also be purchased with a check made payable to Rise Together Education Inc and sent to
380 Hamilton Avenue, P.O. Box 29, Palo Alto, CA 94301. Buy tickets here.
Click here for a sneak peek at the auction catalog.
유치원 - 초등학생 대상 과외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 모집
통계에 따르면 이스트 팰로 앨토와 멘로 파크의 8할 이상의 학생이 독해와 수학에서 평균 미달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씩 일대일 과외를 해 줄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All Students Matter (교육 지원 단체)는 본 자원 봉사를 기획하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기초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은 본인 일정에 맞게 과외 활동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9월 중순부터 시작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본 봉사 활동은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Keri Tully (keritully@gmail.com)에게
연락하여 주세요.
Volunteer! An Hour a Week Could Change a K-5 Student's Life
Over 80% of East Palo Alto and eastern Menlo Park students are performing below grade level in
reading and math. As a classroom volunteer, you will work with the same teacher and student every
week for an hour during the school year. It's an opportunity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a student and
impact his or her life. All Students Matter provides training and coordinates logistics with you and your
schedule in mind. Sign up now and start mid-September. Learn more here, sign up to volunteer here,
or you're welcome to contact Keri Tully (keritully@gmail.com). You can make a real dif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