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Calendar)
Translation by Romy Chung

5월 6일-17일, 월-금요일
AP 시험, Calendar 참고
5월 9일-11일, 목-토요일
단막극, 오후 7시 30분 , Studio Theater
5월 17일, 금요일
AAR Celebratory Showcase, 오후 6시, Paly
도서관
봄 재즈 공연, 오후 7시 30분, Spangenberg
5월 18일, 토요일
Prom, 오후 7시-11시, 건 버스 정류
5월 20일, 월요일
봄 밴드 공연, 오후 7시, Spangenberg
Tue, May 21
봄 오케스트라 공연, 7 PM, Spangenberg
5월 22일-24일, 수요일-금요일
12학년 기말
5월 22일, 수요일
봄 스포츠 시상, 오후 6시, Titan Gym
12학년 시상, 오후 7시, Spangenberg
5월 23일-24일, 목요일-금요일
복습 ()
5월 23일, 목요일
봄 합창단 공연, 오후 7시 30분, Spangenberg

Mon-Fri, May 6-17
AP Tests, see Calendar
Thu-Sat, May 9-11
One-Acts, 7:30 PM, Studio Theater
Fri, May 17
AAR Celebratory Showcase, 6 PM, Paly Library
Spring Jazz Concert, 7:30 PM, Spangenberg
Sat, May 18
Prom, 7-11 PM, buses load at Gunn
Mon, May 20
Spring Band Concert, 7 PM, Spangenberg
Tue, May 21
Spring Orchestra Concert, 7 PM, Spangenberg
Wed-Fri, May 22-24
Senior Finals
Wed, May 22
Spring Sports Awards, 6 PM, Titan Gym
Senior Awards Night, 7 PM, Spangenberg
Thu-Fri, May 23-24
Review Days (no new material)
Thu, May 23
Spring Choir Concert, 7:30 PM, Spangenberg

건(Gunn)
Translation by Romy Chung

AAR과 CCE 기념 쇼케이스
5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팰로앨토 고등학교 도서관, 50 Embarcadero Rd, Palo Alto
교육과정 및 직업 교육 기념 쇼케이스에서 학생들의 AAR(Advanced Authentic Research) 및
CTE 경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데 참여하세요. '축하 쇼케이스'는 우리 학생들이 15개
CTE 산업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토테크, 컴퓨터 과학, 컬리너리
아트, 유아기 개발, 엔지니어링 및 로봇 공학, FBLA 및 DECA, 산업 기술, AAR, AP 캡스톤,
미디어 아트, 사회 정의 경로 등에서 영감을 주는 학생 작업을 살펴보세요
AAR and CCE Celebratory Showcase
Fri, May 17, 6-8 PM, Palo Alto High School, Library, 50 Embarcadero Rd, Palo Alto
Please join us in celebrating our students' Advanced Authentic Research (AAR) and CTE pathway
program projects at the Curriculum & Career Education Celebratory Showcase. The Celebratory
Showcase is an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o present their projects across the 15 CTE industry sectors.
Come see inspiring student work from Auto Tech, Computer Science, Culinary Art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ngineering and Robotics, FBLA and DECA, Industrial Technology, AAR, AP Capstone,
Media Arts, Social Justice Pathway, and more.

PAUSD & PTAC
Translation by Jihyo Park

**새소식** 학교 기부를 위해 당신의 아이폰을 두번 탭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학교 기금을 미국의 10대 주(이전
세대)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법안(AB 39)에 투표했습니다. 탭 두번으로 법안 진행에 관한 PTAC
모바일 알림을 받으십시오! (탭 1: 열기 알람; 탭 2: 메세지 새크라멘토). Click My Cause iPhone
app앱을 다운로드하고 "Palo Alto PTA Council"을 선택한 다음 알림을 허용하시고, 빨간색 "지금
행동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법안에 목소리가 필요할 때마다 앱에 빨간색 배지가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AB 39에 대한 지원을 Asm. Berman(alejandra.garcia@asm.ca.gov)에게
알리십시오.
**NEW** Tap Twice on Your iPhones for School Funding
Your voice is needed now! The California legislature is now voting on a bill (AB 39) to restore CA K-12
school funding to the top ten U.S. states (where we were a generation ago). Sign up for PTAC mobile
alerts to advance this bill with two taps on your iPhones (Tap 1: Open alert; Tap 2: Message
Sacramento). Download the Click My Cause iPhone app, select "Palo Alto PTA Council", tap "allow"
notifications, and tap on your red "act now" buttons in the app. Every time the bill needs your voice, there
will be a red badge on the app. Android users: voice your support for AB 39 to Asm. Berman, Sen. Hill
and the CA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 (alejandra.garcia@asm.ca.gov)
Translation by Jihyo Park

**새소식** PTAC 2019-20을 위한 예산 회의 - 좋은 진행을 위해
PTAC 예산위원회는 5월 8일 수요일, 모든 협동위원회의 우선 순위와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18명의 위원들에 의해 총 예산의 세부 사항들이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PTAC 예산 초안은 곧 검토를 위해 게시될 것이며 예산
권장사항은 PTAC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투표는 2019-20
학년도 첫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NEW** PTAC Budget Meeting for 2019-20 - Making Good Progress
On Wed, May 8th, the PTAC Budget Committee met to discuss priorities and on-going work in all
Collaborative Committees. Our total budget was reviewed and line item details gleaned by the
18-member budget committee, the largest budget committee we have ever had. Thank you to all
members for their hard work. The draft PTAC budget will be posted for review soon and budget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to the PTAC Executive Board and our General Association. We will vote
to adopt this budget at our first meeting of the 2019-20 school year.
Translation by Eunseo Choi

**새소식**PTAC 총회 최종회의 및 스프링 트레이닝
5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District Office, 25 Churchill, Palo Alto
PTAC은 5월 22일 오전 9시에 총회 최종 회의를 한 후 오전 10시 30분에 스프링 트레이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신입 회원을 선출된 PTA 17명의 신입 회원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총
17단체의 PTA 회장, EVP, 비서, VP 및 협력위원회는 모두 소규모의 그룹으로 만나 내년 사무실
및 역할에 대한 중요한 항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25 Churchill Ave에 있는

District Office 앞에 있는 새로운 PTAC 현수막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NEW** PTAC General Association Final Meeting & Spring Training
Wed, May 22, 9 AM, District Office, 25 Churchill, Palo Alto
PTAC will have its final meeting for the general association at 9 AM on May 22nd, followed by Spring
Training at 10:30 AM. Congratulations to all 17 of our PTAs for electing their new members to serve and
to the new members for their willingness to step up. All 17 unit PTA Presidents, EVPs, Secretaries, VPs
and Collaborative Committee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meet in small groups and learn about important
items for their offices and roles for next year. Please join us for a group photo under our new PTAC
banner in front of the District Office at 25 Churchill Ave.

커뮤니티(Community)
Translation by Eunseo Choi

국립 강 청소의 날-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Matadero 또는 Adobe Creek, Palo Alto
Palo Alto 시는 Baylands의 청소를 위해 Matadero (17번 사이트) 와 Adobe (16번 사이트) 라는 두
개의 청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cleanacreek.org 에서 신청한 후 반드시 증서를
가져오십시오. 3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이 인정될 것 입니다. 16세 미만의 학생은 일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웹사이트의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National River Cleanup Day - Volunteer Hours for High Schoolers Available
Sat, May 18, 9 AM-12 PM, Matadero or Adobe Creek, Palo Alto
The City of Palo Alto is hosting two Cleanup sites--Matadero (site 17) and Adobe (site 16) to clean up
litter in the Baylands. Please go to www.cleanacreek.org to sign up and be sure to bring your waivers.
Three hours of community service will be available. Some sites are not available to students under the
age of 16, so please check details on our website.
Translation by Shiyoo Kim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위한 봉사 기회
9월 3일 오전 10시, 6일 오전 9:30- 오후12:00, Palo Alto Art Center, 1313 Newell Rd, Palo Alto
팔로알토 미술 센터에서 새로운 도슨트(박물관, 혹은 미술관 안내인) 트레이닝을 9월 3일 오전
10시와 6일 오전 9:30부터 오후 12:00까지 진행합니다. 도슨트들은 Project Look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투어를 도울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5학년을 대상으로 주최됩니다. 도슨트는 학부모들,
특히 미술을 사랑라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봉사 기회입니다! 봉사활동 참여 담당 Grace
Abusharkh (grace.abusharkh@cityofpaloalto.org)에게 연락해주세요.
Volunteer Opportunity for Parents & Grandparents
Training on Sep 3, 6, and 10, 9:30 AM-12 PM, Palo Alto Art Center, 1313 Newell Rd, Palo Alto
The Palo Alto Art Center will be holding new docent training sessions this September. Training will take
place September 3, 6, and 10 from 9:30 AM to 12 PM. Docents help lead school tours for the Project
Look program. Project Look serves K-5th graders and includes an interactive tour of our galleries and
hands-on art activities. This is a great volunteer opportunity for parents, especially art lovers and those

that enjoy working with children! Contact Grace Abusharkh, Director of Volunteer Engagement, at
grace.abusharkh@cityofpaloalto.org for more information or to sign up.

Translation by Shiyoo Kim

스탠포드 뇌 기능 연구에 참여하세요
스탠포드의 이른 스트레스와 소아 불안 프로그램에서 뇌 기능 연구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어를 사용하는 9세에서 17세 사이의 오른손잡이입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바로 두번의
인터뷰와 추후에 두번의 두 시간짜리 만남, 간략한 인터뷰, 그리고 fNIRS를 이용한 뇌 이미징을
할 동안의 컴퓨터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120까지 지급하며, 학기 중과 방학 중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espil@stanford.edu, 혹은
audreyho@stanford.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문의는 ( 866) 680-2906로
주십시오.
Participate in a Stanford Brain Function Research Study
The Early Life Stress and Pediatric Anxiety Program at Stanford is recruiting for a research study
exploring brain function. Looking for youths age 9-17 who are right-handed and English-speaking.
Involves two initial and two follow-up appointments (2 hours each) and includes completing
questionnaires, a short interview, and playing computer games during brain imaging with fNIRS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Payment up to $120. Sessions are available both during the
academic year and summer. For more info, or to enroll in the study, write to espil@stanford.edu or
audreyho@stanford.edu. For info about participant rights, contact (866) 680-2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