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력

10월 13일 금요일

시간표 변경, 달력 확인 
10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시, 직원 휴게실(Staff Lounge)에서 
12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시 30분, 교내 도서관에서 
미식축구 경기 취소 
10월 16-21일 월-토요일

홈커밍 (이벤트 & 시간표 확인): 
- 수요일: 플로트 스터핑(Float Stuffing), 오후 3시 
- 목요일: 플로트 스터핑, 오후 3시 30분 
- 목요일: 홈커밍 바베큐, 오후 6시 
- 목요일: 나이트 랠리(Night Rally), 오후 8시 
- 금요일: 미식축구, 오후 4시 30분: 2군 시합, 오후 7시: 대표팀 시합, 운동장에서 
- 토요일: 홈커밍 댄스, 오후 7시 30분, 보우 체육관에서 
10월 18일 수요일

9학년 학부모 모임, 오후 6시 30분, 직원 휴게실에서 
10월 20일 금요일

12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시 15분, 직원 휴게실에서 
10월 24일 화요일

“미국 대학은 처음이에요” (중국어 번역), 오후 7시, 컬리지 & 커리어 센터(College&Career 
Center)에서 
실내악단 음악회, 오후 7시, Temple Beth Am에서 
10월 25일 수요일

관악부 & 오케스트라 부스터 회의, 오후 7시 15분, V-20교실에서 
10월 26일 목요일

“미국 대학은 처음이에요" (스페인어 번역), 오후 7시, 컬리지 & 커리어 센터에서 
10월 27일 금요일

11학년 학부모 모임, 오후 8시 30분, 직원 휴게실에서 
10월 27-28일 금-토요일

연합 계산 클럽: 건 해킹 행사, N 건물에서 

Translation by 
Jaegyung Lee



건


버스 시간표 조정

일시: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55분 
학교 관광객들은 오후 3시 3분 (88M), 오후 3시 5분 (88L) 에 벳츠 (Vets) 병원에서 출발할 예정입
니다. 미들필드/콜로라도 로 향하는 추가적인 N/B 88 관광은 오후 3시 7분에 벳츠 병원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12학년 학부모 모임 회의

일시: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교내 도서관 
오늘은 레이튼 랑 (Leighton Lang, 컬리지 & 커리어 센터) 이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당신의 자녀가 
하고 있어야 할 대학 입시 준비” 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레이튼 랑 은 학자금 지원 및 서류 작
성 과정에 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다음 회의는 다음주 금요일인 10월 2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주 회의에는 교장선생님인 케이티 로랜스 (Kathie Laurence) 가 참석할것입
니다. 회의는 오전 8시 30분에 직원 휴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9학년 학부모 모임 회의

일시: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교내 직원 휴게실(Staff Lounge) 
10월 18일 수요일에 9학년 학부모 모임 회의에 참석해주십시오. 여러 9학년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
입니다. 오후 7시에는 조나단 클래인 (Jonathan Klein, 초청 연사) 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
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는 코트니 칼로마그노 (Courtney Carlomagno, SEL/TOSA 교
육 전문가) 가 SELF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건 청소년 지역 봉사 클럽: “ '다양성의 날’ 을 만들자” 행사

일시: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장소: 여러 장소 
건 청소년 지역 봉사 클럽 (클럽은 Mr. Deggeller, Mr. Elfving, 그리고 청소년 지역 봉사회의 회원
인 Ashley Yee-Mazawa 를 스폰서합니다) 소속의 학생들이 건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국가 서비스
의 날 (National Day of Service) 에 초청합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DLA 파이퍼 로펌 
(DLA Piper law firm, 2000 University Ave, East Palo Alto) 에서 지역 관리자 조 시미티안 
(Joe Simitian, county supervisor) 과 만나 음료수 및 베이글을 먹은 후, 봉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
입니다. 봉사활동 팀은 점심 도시락(제공됨)을 받고 팔로 알토 또는 이스트 팔로 알토(Palo Alto or 
East Palo Alto)에서 진행되는 8가지 봉사 프로젝트에 임할것입니다. 봉사 프로젝트로는 양로원 봉
사, 나무 심기, 레븐스우드(Lavenswood) 학교 봉사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 학생들의 학부모
님 및 가족들도 초청합니다. 봉사 프로젝트를 사전으로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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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10-12학년을 위한 SELF

SELF (사회성, 감정, 교양, 기능성) 의 10~12학년 세션이 따로 준비됐음을 알립니다. 수업에서는 사
회정서학습(SEL)의 소개, 청소년의 뇌, 그리고 생각의 힘 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의 
주제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이곳에서 3주 세션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주 세션중에는 매주 목요일
마다 3주간 자율학습시간(Flex)에 수업을 듣게 됩니다 (10월 19일, 10월 26일, 11월 2일 또는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질문이 있다면 코트니 카로마그나 (Courtney Carlomagna, SEL 
TOSAs, ccarlomagno@pausd.org) 또는 타라 피렌지 (Tara Firenzi, tfirenzi@pausd.org) 와 
연락을 취해주세요. 
  

“홈커밍이 무엇인가요?”

10월 16일부터 1주일간 홈커밍입니다. 홈커밍과 관련된 전통을 가지지 않은 문화에서 자라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십시오: [English] [普通 ] [Español] 
  

건 자전거타기 행사

총 830명의 학생들이 10월 4일 수요일에 자전거로 등교하였습니다. 자전거등교는 교통 체증과 매연
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친구들과 같이 자전거타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자전거로 등교
를 한 학생들에게는 건 자전거타기 행사 봉사자들이 초콜릿을 나눠주었으며, 잠바주스 (Jamba 
Juice)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자전거 또는 도보로 학교에 
올 수 있는 길, 안전에 관한 팁, 자동차 합승 및 버스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십시오. 건 자전거타기 행
사에서 상품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생들은 앞으
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전거로 등교하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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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운동모임 

 
 
금주의 운동선수

건 스포츠 부스터가 줄리아 팸 (Julia Pham) 을 금주의 운동선수로 선택하였습니다. 줄리아 팸은 현
재 건 여자 테니스팀에 속하여 있습니다. 

지난호에서:


감사합니다

이번주에는 건 스포츠 부스터에서 금주의 운동선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건 스
포츠 부스터를 응원해주신 학부모/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래의 이름들은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며, 기부자 감사패가 새로운 체육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The Wiederholds 
The Boccio Family 
Sam Schube 2021 
The Missett Family 
Verhulp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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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D & PTAC


파이 (PiE) 랠리 데이즈 (Rally Days) - 챌린지 그렌트 (Challenge Grant)

일시: 10월 16일 월요일까지 
파이(PiE)의 후원자들이 새로운 챌린지 그랜트를 제안하였습니다. 10월 16일까지 이곳에 기부 또는 
서약(Pledge)을 하신다면,  팔로 알토에 위치한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추가로 235,000 달
러의 기부금이 제공됩니다. 아무리 작은 기부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번 년도의 마지막 
첼린지 그렌트이므로, 파이와 함께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해주십시오. 만약 이미 기부를 하셨거나 서
약을 맺으셨다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직 기부 또는 서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이제부터라도 시
작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영화와 토론 - 큰 그림: 난독증의 재검토 

일시: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8시 
장소: 팔리 헤이마켓 극장(Haymarket Theater) (주소: 50 Embarcadero Rd, Palo Alto) 
10월은 난독증 주의의 달입니다 (https://dyslexiaida.org). 저희와 함께 영화 시청에 참여해주세요. 
영화는 난독증을 앓고 있으며 4학년이 되기 전까지 문맹이였던 고등학생이 상위 대학을 목표로 공부
하는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는 것에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인 난독증이 난관이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아이들, 전문가, 그리고 각 분야의 저명한 리더들의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
다. 영화 시청 후에는 토론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또한 환영합니
다.  본 행사는 팔로 알토 CAC (Palo Alto CAC) 와 PTAC 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이메일을 작성해주세요. 

미국의 유아교육: 유아기와 미국의 미래

일시: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장소: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PAUSD) 회의실 (주소: 25 Churchill Ave, Palo Alto) 
“미국의 유아교육: 유아기와 미국의 미래" (The Raising of Ameirca: Early Childhood and the 
Future of Our Nation)의 상영에 참석해주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유아보육관련 법률 사무소 
(Child Care Law Center)의 전무 이사이자 현재 유아 교육 관련 분야를 이끌어가고있는 김 크러켈 
(Kim Kruckel) 이 영화 상영 및 상영 후 토론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1분 상당의 예고편을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6시 30분에는 가벼운 간식거리가 제공되며, 7시부터 상영을 시작합니다. 본 행
사는 사친회 (PTA Council), 여성 투표자 연합 (the League of Women Voters), AAWU, 그리고 
베스 에이엠 모임 (Congregation Beth Am) 에서 공동주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그리드 핀스키 (Sigrid Pinsky, sigridkp@yahoo.com)에게 이메
일을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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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의 날 -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혼자인 자는 없습니다 
일시: 10월 25일 수요일 
장소: 모든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PAUSD) 학교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는 학교폭력 반대 및 모든 학생들로부터 친절함을 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있
음을 알리기 위해 5번째 통합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모든 학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행사에 참
여할 계획이니,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봐주십시오. 만약 이 행
사를 지지한다면, 주황색 옷을 입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해주십시오. 

**신규**  통합의 밤: 사회정서학습 (Social Emotional Learning) 커뮤니티 행사

일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팔리 미디어 예술 센터 (Media Arts Center)(주소: 50 Embarcadero Rd, Palo Alto)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정서학습의 교육자, 관련 서적의 저자, 그리고 지지자인 키드 메서니 (R. 
Keith Matheny) 로부터의 연설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스쿨 커넥트 프로그램 
(School Connect program) 에서 지정된 몇가지 수업을 통해 행사의 참가자들을 지도할 계획입니
다. 참가자들은 사회정서학습의 소프트 기술인 적극적인 경청법, 무례하지 않게 반대하는 방법, 그리
고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모든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의 가족
들 및 팔로 알토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초청의 말을 전하며, 중국어 및 스페인어 번역이 준비되어있
음을 알립니다. 본 행사는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PAUSD, 팔로 알토 사친회(Palo Alto Council of 
PTAs), 그리고 팔로 알토 씨에이씨 (Palo Alto CAC) 에서 공동주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신규** 무료 “스크린세대 (Screenagers)” 다큐멘터리 상영

일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팔리 헤이마켓 극장 (Haymarket Theater) (주소: 50 Embarcadero Rd, Palo Alto) 
팔리에서 진행되는 “스크린세대”의 상영에 참석해주십시오. "스크린세대" 현재 일반 가정이 마주하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상영 후 공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며 가정
을 위한 몇가지 팁을 제안할것입니다. 이 행사는 성인과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함을 알립니다. 이
곳에서 무료 입장권을 받아주십시오. 

코너스톤 프로젝트 (Cornerstone Project): 부모님과 간병인을 위해서

일시: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5분-9시 35분 
장소: 후버 초등학교 (Hoover Elementary School) (주소: 445 E Charleston Rd, Palo Alto)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는 모든 부모님들과 간병인들에게 무료 미팅을 제공합니다. 코너스톤 프로젝트
의 흥미로운 워크샵인 “감적적으로 받아들여 (Take It Personally)” 에 참석해주십시오. 후버 초등학
교 학생들의 부모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걱정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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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앱입니다(Empathy is the App): 
디지털 시대에서 사려 깊은 자녀 기르기

일시: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8시30분 
장소: 팔리 공연 예술 센터 (Performing Arts Center) (주소: 50 Embarcadero Rd, Palo Alto) 
2017-18년도 팔로 알토 부모님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저명한 “스크린와이즈 (Screenwise)” 와 테드
(TED) 연설 “디지털 원주민 기르기” 의 제작자인 닥터 데보라 헤이트너 (Dr. Devorah Heitner) 를 
초빙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혹 디지털 장치에 중독되지 않았나, 그때문에 일상생활에
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않은가 와 같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헤이트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가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테크놀러지) 의 노역
자, 디지털 원주민들은 미래에 배우자를 찾거나 온라인상의 평판을 확립, 구직을 위해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환영합니다. 스페인어 및 중국어 번
역이 준비되어있으며, 입장은 무료임을 알립니다. 입장권은 10월 8일부터 이곳에서 신청하실수 있습
니다. 본 행사는 건과 팔리의 사친회(PTA)에서 공동개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Community


일요일 플레이 패밀리 데이

일시: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4시30분  
장소: 팔로 알토 예술 센터 (Art Center) (주소: 1313 Newell Rd, Palo Alto) 
팔로 알토 예술 센터에서 진행된는 무료 플레이 패밀리 데이에 참여해주세요. 본 행사는 현재 진행중
인 플페이! (Play!) 전시회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술작품 만들기 실습 및 여러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
니다. 예술 센터의 예술 교육자들은 미니 골프, 풍선, 핀볼, 비눗방울 등등 여러가지 수업을 진행할것
입니다. 서커스 센터 (Circus Center)에서 주최하는 곡예사인 제레미 빅 (Jeremy Vik) 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될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5세에서 성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LCC 제프리나 캠프 (Jefunira Camp, LCC) 에서 개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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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푸드 (다운타운 팔로 알토): 비영리 기구를 위한 5센트 
Whole Foods (downtown Palo Alto) Nickels for Non-
Profits 
일시: 10월 15일-1월15일  
장소: 홀푸드 마켓 (Whole Foods Market) (주소: 774 Emerson St, Palo Alto)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다운타운 팔로 알토에 위치한 홀푸드에서 개인의 가방을 들고 쇼핑을 
할 경우, 홀푸드는 가방당 5센트를 팔로 알토 사친회(PTA Council) 에 기부할것입니다. 사친회에서
는 이 기부금을 사용해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 (PAUSD)의 학생, 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 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린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절한/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시: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장소: 아쿠아리어스 극장 (Aquarius Theater) (주소: 430 Emerson St, Palo Alto) 
본 행사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더 원 러브 
파운데이션(The One Love Foundation, https://www.joinonelove.org/)이 제작하였으며, 어린 
연인의 행복한 시작부터 비극적인 마지막까지의 사건들을 상영합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원 러브
(One Love)의 최고 경영자인 케이티 후드(Katie Hood)가 진행하는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어린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절한/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런 중요한 대화를 모두에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또는  이곳으로 이
메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교육 행정부 패널(Special Education Administration Panel)

일시: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산타 리타 초등학교(Santa Rita Elementary) (주소: 200 Los Altos Ave, Los Altos) 
아래의 패널분들이 산타 리타 초등학교에서 특별 교육에 관한 공개 토론회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
질 예정입니다. 공개 토론회 및 질의 응답에서 하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질문을 보내주십시
오. 

패널: 
Los Altos SD: 제니퍼 케이쳐 (Jennifer Keicher), 디렉터 
Mountain View Whisman SD: 게리 존슨 (Gary Johnson), 디렉터 
Mountain View Los Altos High SD: 카라 오에팅거 (Kara Oettinger), 프로그램 전문가 
Palo Alto Unifie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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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미팅: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
일시: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팔로 알토 시청 (주소: 250 Hamilton Ave, Palo Alto)
산타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가 스탠포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에서 상정된 연
구를 위한 환경 영향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Report/EIR)의 초본을 공개했습니다. 팰로앨
토 시의회실(Palo Alto City Council Chamber)에서 해당 상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 회의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정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검토에 필요
한 과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시에 환경 영향 보고서의 최종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될 것 입니다. 기획 관련자들도 참석하여 해당 연구의 과정 및 응용 방법을 설명
하며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의 회복력 조성 (Fostering Resilience) &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일시: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메모리얼 강당(Memorial Auditorium) (주소: 551 Serra Mall, Stanford)
급속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자식들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배움에 뜻을 두고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아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밤(evening of education and inspiration)에 참석하셔서 어떻게 작금의 부모들이 자녀의 “탄력성”
을 길러 주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본 행사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
며 참가비는 $10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리를 이겨라” (Beat the Street for Little Feet)
일시: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1시30분 
장소: 프렌즈 유치원 (Friend's Nursery School) (주소: 957 Colorado Ave, Palo Alto)
오는 토요일, 21일, 프렌즈 유치원에서 (Friends Nursery School)에서 제 2회 가을 모금 행사
(Second Annual Fall Fun Run Fundraiser)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성인 부문 1마일 경
주와 아동 부문 50야드 경주 및 페이스 페인팅 및 호박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커피와 
베이글과 같은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하시고, 본 행사에 참가 하실 수 있는 주변분들에
게 참가를 권유해주세요. 예약비용은 성인은 $25이고 아동은 $15이며, 현지에서 결제하실 경우 $5
의 부과 요금이 발생합니다. 본 행사의 수익은 모두 장학금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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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축하 축제 (Celebration of Oneness Festival)
일시: 10월 21-22일 토-일요일 
장소: 미첼파크 (Mitchell Park), 팔로 알토 및 소피아 종합대학 (Sofia University) 
(주소: 1069 E Meadow Cir, Palo Alto)
팔로 알토에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인류의 조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
다. 본 축제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미첼 파크에서 열릴 라이브 뮤지컬과 미술 공
연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동일 오후 7시 부터 9시까지 소피아 종합대학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예술가
들의 공연 및 전시를 포함합니다. 본 행사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을 참조하세요.
웹사이트: www.celebrateonenes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CelebrationOfOnenessFestival 
이메일: celebrateoneness@gmail.com 

본 행사는 팰로앨토 바하이 (Baha’i) 커뮤니티가 후원합니다.

팔로 알토의 개발적 가치가 있는 산업: 커뮤니티 컨텍스트  
(Community Context, Project Safety Net Community Forum)
일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소: 린코나다 도서관 (Rinconada Library), 엠바카데로 룸 (Embarcadero Room) 
(주소: 1213 Newell Rd, Palo Alto)
프로젝트는 세이프티 넷 (Project Safety Net)은 프로젝트 코너스톤 (Project Cornerstone)과 지
역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포럼을 개최해 최근 진행된 발달 자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할 예정입니
다. 발달 자원은 청년들이 배려할 줄 알며, 책임감이 있는 성공적인 어른으로 발돋움하게 도와주는 적
극적 가치, 인간관계, 기술, 및 경험 등을 지칭합니다. 발달 자원 프레임워크 (Developmental 
Assets framework)는 청년 육성, 탄력성, 및 예방 연구를 바탕으로 미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적
극적 청년 발전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psnpaloalto@gmail.com 또는 (650) 329-2432 으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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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향후 인생을 위해 청소년들이 길러야 하는 주요 
기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일시: 10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스탠포드 대학 래스롭 도서관 299번 교실 
(Stanford University, Lathrop Library, Rm 299)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스탠퍼드 대학
교에서 열린다. 이 연수회는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마주하게 될 다양한 도전들에 대비하
여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술의 촉진 방법에 대해서 가
르친다.  
스탠퍼드 대학교 소속 아동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인 비나 파텔(Bina Patel)과 수자타 
파텔(Sujata Patel)이 참여한다. 

참가비: $245 
더 알아보기: https://continuingstudies.stanford.edu, course # WSP 323 

뮤지컬 피터팬 
일시: 11월 3-19일 
장소: 루시 스턴 극장 (Lucie Stern Theater) (주소: 1305 Middlefield RD, Palo Alto) 
영원한 소년 피터팬과 함께 꿈과 환상의 세계로 떠나보자! 제임스 매튜 배리(J.M. Barrie)
의 고전 소설 《피터 팬》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피터 팬》을 팔로 알토 플레이어즈
(Palo Alto Players)가 공연한다. 매년 공연되는 가족 대상 특별 기획 뮤지컬에 《피터 팬》
이 선정된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뮤지컬은 당신을 환상의 세계로 끌어
들일 것이다. 공연 티켓은 팔로 알토 플레이어즈의 웹사이트 www.paplayers.org를 통해 
구매하거나 (650) 329-0891로 전화해 구매할 수 있다. 

티켓: $25-55 (학생과 교육자는 $5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단, 11월 3일 제외.) 
더 알아보기: www.paplayers.org  

농구 코치 구함 
팔로알토 시(The City of Palo Alto)는 7-8학년 농구 코치를 구하고 있다. 농구 훈련은 매
주 월, 화, 수, 목, 금요일(단, 금요일은 선택사항) 오후 3시 15분과 7시 30분사이 90분 동
안 이루어진다. B 팀의 경기는 모두 팔로알토에 있는 3개의 중학교에서 하게되며, A 팀의 
경기는 팔로알토부터 해프문 베이(Half Moon Bay) 지역에서 하게된다. 임금은 경력에 따
라 협상 가능하며, 자원봉사자도 매우 환영한다. 팔로알토 시는 연습과 게임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헌식적이며 경기장 안팎에서 운동 선수들의 기술을 증진 하려 노력하는 코치
를 찾고 있다. 
농구 코치 자리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 혹은 이 자리에 관심있는 분을 아는 사람은 채용과
정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이메일 해주길 바란다. Patrick.Rode@ CityofPaloAl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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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알토 PTA를 위한 모금을 돕기 위해 “액티비티 히어로
(ActivityHero)”에서 학교 휴일 기간 이루어지는 캠프를 신청하세요.

올해에는 베테랑 데이(Veterans Day)와 추수감사절 주간 내내 휴교입니다. 겨울방학은 
12월 22일부터 1월 7일까지이며, 고등학교는 1월 8일에도 쉽니다. 휴일 동안의 캠프를 
“액티비티 히어로(ActivityHero)”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일부 금액은 PTA에 지원됩니다. 
https://www.activityhero.com/go/paloaltopta 

스탠퍼드 CIBSR센터 (Center Interdisciplinary Brain Sciences Research) 
사회성 기술 연구 

CIBSR은 사회성 기술 연구를 위한 대상자를 구합니다. 자격은 발달장애 혹은 지적장애
를 가진 8-18세의 남학생입니다. 이 연구는 행동적 훈련 방법들이 사회적 응시(social 
gaze)의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3~4일간의 스탠
퍼드(Stanford)방문, 인지 검사, 두 번의 MRI 스캔(선택사항), 행동치료사와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더 알아보기: www.is.gd/StanfordSocialSkills. 

Thank you, 
샤리 아랜스도프 (Shari Arensdorf)& 리타 이 (Rita Lee) 
건 커넥션 편집자 & 학부모 봉사자 
컬쳐 커넥션 학생 번역가 (이재경, 정필립, 김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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