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N(건)
Romy Chung
10학년 직업의 날에 필요한 직업 연설가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10월 16일에 열리는 직업의 날 행사에 10학년 학생들에게 직업 및 진로 경험담을 공유할 의향이
있는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전 중 4곳의 교실에서 20분 가량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ccarlomagno@pausd.org로 문의해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과 상세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Career Speakers Needed for 10th Grade Career Day
Wed, Oct 16, 8:30 to 10:30 a.m.
Parent volunteers are invited (needed) to share experiences about their careers and life pathways with
sophomores on a "Career Day" event on October 16. Presenters will speak for about 20 minutes in each
of four different classrooms during the morning. A variety of careers and experiences is needed.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teacher Courtney Carlomagno at ccarlomagno@pausd.org. She can answer
questions and provide details.

Romy Chung
Paul Kanarak와 함께하는 대학 입시 관련 정보 공개
건 학부모회가 개최하는 학부모 교육 행사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Gunn Spangenberg Auditorium
표 구입:https://factfromfiction.eventbrite.com
Paul Kanarek는 대학가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는 정확성과 부정확성
모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입시에 대한 소문도 다룰 것 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린스턴 리뷰의 공동 설립자였던 동시에 칼리지 와이즈의 CEO로서 먼저 개발한 일련의 기술인
이 주제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지식하고 재미있는 연설가입니다.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in College Admissions with Paul Kanarak
Parent education event hosted by Gunn PTSA
Thu, Oct 24 6:30 p.m., Gunn Spangenberg Auditorium
Tickets at https://factfromfiction.eventbrite.com
Paul Kanarek will discuss both the accuracies and inaccuracies that lead to erroneous assumptions about
college affordability and admissibility. Mr. Kanarek will also address rumors about admissions in 2019. Mr.
Kanarek is an informed, articulate and entertaining speaker who possesses both knowledge and insight
around this subject, a set of skills that he developed first as the co-founder of The Princeton Review in
California and then as the CEO of Collegewise.

Romy Chung
슬로우 패런팅: 빠른 세상에서 아이 키우기
팰리와 건 학부모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부모 교육 행사
11월 4일, 오후 7시-8시 30분, Paly Haymarket Theatre
표 구입은 slowparenting.eventbrite.com
Carl Honore는 기술, 과외 활동에서부터 교육, 안전, 소비자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21세기 유년기를 재창조하려는 강력한 추진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칼 호네(Carl Honoré)는 런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느린 운동"의 세계적인 전문가 입니다. 수상

작가, 방송인, 그리고 TED 강연자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서두르는 세상에서 권력을 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종 의도적인 감속이라는 급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세계를 여행합니다.
Slow Parenting: Raising Children in a Fast World
Parent education event jointly hosted by Paly and Gunn PTSAs
Nov 4, 7:00 p.m.- 8:30 p.m. at the Paly Haymarket Theatre
Tickets at slowparenting.eventbrite.com
Hear Speaker Carl Honore talk about the powerful drive to reinvent childhood for the 21st century,
touching on themes ranging from technolog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education, safety and
consumerism. Carl Honoré is the global guru of the fast-growing “Slow Movement” from London. This
award- winning author, broadcaster and TED speaker travels the world teaching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the best way to power forward in today’s hyper-competitive, hurry-hurry world is often
the radical act of willful deceleration.

Philip Chung
현장체험학습 봉사자 대항 운전자 보험 안내
현장체험학습 및 운동 경기에 운전 봉사를 하실 학부모 여러분은 운전자 질문지를 사전 작성하여
주세요. 해당 질문지에 1) 운전 면허증 사본 2) 운전자 보험 보장 내용 및 등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팰로 앨토 교육지구는 최소 $300,000 가량의 생명보험 및 $100,000
가량의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신 분에게 한해 자원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적격
자격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nhesterman@pausd.or

Field Trip Driver Essential Insurance Coverage
Parents who drive for sports and other field trips must complete a special driver form and have it
approved and signed by an administrator BEFORE the trip. Forms are available on the Gunn website
under PARENTS and ATHLETICS and on the district website. This form must be accompanied by: 1) a
copy of the driver's license AND, 2) a copy of the declaration page of the driver's insurance policy
showing the NAME of the insured driver and the AMOUNTS of coverage. The district requires minimum
coverage of $300,000 bodily injury per occurrence and $100,000 property damage per occurrence. EACH
driver must complete a new form each school year, which will cover all field trips for the present school
year. Questions: nhesterman@pausd.org

Philip Chung
가정 수업 관련 용품 기부: 대형 플라스틱 화분, 인테리어 잡지 및 밀폐 용기
식품영양학 수업에서 허브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대형 플라스틱 화분, cup, pint,
및 quart 크기의 밀폐용기 및 인테리어 수업에서 예제로 사용될 인테리어 관련잡지를 학교에
기부하실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메인 오피스로 해당 물건을 가져와 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사 Cindy Peters (cpeters@pausd.org) 혹은 자원봉사 관리자 Norma Hesterman
(nhesterman@pausd.org)에게 연락하여 주세요.
Home Economics Classes Request Large Plastic Planters, Interiors Magazines and Food
Containers
The nutrition and foods classes would like to plant herbs and other edibles. They need large plastic
potting planters and also welcome any edible plants. They also need to take home food containers,
especially cup, pint and quart sizes. The interiors classes need interiors magazines and samples. If you
can supply any of these, please bring them to the office. With questions please contact teacher Cindy
Peters (cpeters@pausd.org) or volunteer coordinator Norma Hesterman (nhesterman@pausd.org).

PAUSD & PTAC
Eunseo Choi
**새소식** PTAC 2019-2020 예산안 미팅에서 승인 (9/25/19)
정기적으로 만나는 단체 미팅에서 2019-2020 PTAC 연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특히, 예산안에는 승인된 단위평가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EW** PTAC Approves 2019-2020 Budget at General Association Meeting (9/25/19)
At its regular general association meeting, the membership approved the 2019-2020 PTAC Annual
Budget. Please click here to see more. Notably, the budget includes the approved unit assessment
increase.

Eunseo Choi
**새소식** PTAC는 모든 부모님을 PTAC 전자담배 방지 위원회에 초대합니다.
10월 1일, 화요일, 오후 6시 30 (핸드폰으로)
PTAC 전자담배 방지 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다음 위원회 미팅은 (핸드폰으로)
10월 1일 입니다. 전화접속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President@paloaltopta.org. 이곳에서
전자담배 방지 위원회 학부모 교육 설명을 찾아보세요. 담배없는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자료도
보세요. 담배없는 지역사회- 보건국- 산타 클라라 카운티 또는 담배 사용 방지 교육 (TUPE).
**NEW** PTAC Invites All Parents To Join PTAC Anti-Vaping Committee
Tue, Oct 1, 6:30 p.m. (by phone)
Interested in joining our PTAC Anti-Vaping Committee? Our next Committee Meeting (by phone) is 10/1.
Send us an email for the dial-in info. President@paloaltopta.org. See the Anti-Vaping Parent Ed
Presentation here. Also see the County of Santa Clara Tobacco-Free data. Tobacco-Free Communities Public Health Department - County of Santa Clara or Tobacco Use Prevention Education (TU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