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일정 
Translation by 

Frances Kim 

금, 3월 30일 

단축 수업, 오후 12:40 하교 

월-금, 4월 2-6일 

휴교 - 봄방학 

월, 4월 9일 

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 (Site Council), 오후 4시, 임직원 라운지 

화-목, 4월 10-12일 

대체 시간표 (달력을 참조하세요) 

목, 4월 12일 

PTSA 모임, 오후 6:30, 임직원 라운지 

토, 4월 14일 

프롬 파티, 오후 7:30 

화, 4월 17일 

9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 오전 8:30, 임직원 라운지 

수, 4월 18일 

11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 오전 8:30, 임직원 라운지 

목, 4월 19일 

국제 뷔페, 점심시간 

금, 4월 20일 

12학년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 오전 8:15, 임직원 라운지 

 

 

 

 

 

https://gunn.pausd.org/events


 

Fri, Mar 30 

Minimum Day, 12:40 PM Dismissal 

Mon-Fri, Apr 2-6 

NO SCHOOL - Spring Break 

Mon, Apr 9 

Site Council, 4 PM, Staff Lounge 

Tue-Thu, Apr 10-12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Thu, Apr 12 

PTSA Meeting, 6:30 PM, Staff Lounge 

Sat, Apr 14 

Prom, 7:30 PM 

Tue, Apr 17 

Freshmen Parents Network, 8:30 AM, Staff Lounge 

Wed, Apr 18 

Junior Parents Network, 8:30 AM, Staff Lounge 

Thu, Apr 19 

International Buffet, lunchtime 

Fri, Apr 20 

Senior Parents Network, 8:15 AM, Staff Lounge 

 

For a complete calendar of all school events, go to the Gunn Calendar. For corrections or additions to the Calendar, contact Martha 
Elderon. 
 

 

건 (Gunn) 
Translation by 

Jeeyoo Kim 

PiE가 학부모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Partners In Education (PiE)의 연간 학부모 설문조사를 이메일에서 확인해보세요! 매년 봄, PiE는 학부모 
커뮤니티로부터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 정보와 각 교장의 의견은 PiE의 자금이 다음 학사연도에 학교에 
어떻게 쓰일지 결정합니다. PiE에게 의견을 나누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지 소통하기 위해 이 
간단한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PiE Seeking Parent Input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1KtAo9Ecb3LD41hvHlyx0JVAGRjBFvlEu5CNRK73uQIEhH5tZhcu1w-7WFmxABiVsNNlE4d2GvVf7Gd9OKz7DyxkWHjhGVC-rdpWKqggUGqcHOdvVuakThL-uTcLIIy1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5Hmo5xhRmDMpSpbJZFvDnfJWQfcOCny9P3ZrzSF4tyayWkXZb9aqZkilebfi8ZOKISITjPH3XbVnepIVXciClwPkuCQulVfFpCj1xIlt2BbEjw3UxsSjtAgk6RCfMAjb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Please check your inbox for the Partners In Education (PiE) annual parent survey! Every spring, PiE collects input from the parent 
community. This information, coupled with input from each principal, determines where PiE dollars are spent in our schools the 
following year. Please complete the brief survey to give PiE feedback and communicate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RT 88번 버스 스케줄 변경 (기간: 4/10-12) 
 
4/10 (화) 
3:30 PM 하교 – 재향군인병원 출발 시간 3:38 PM (88M), 3:40 PM (88L). Middlefield/Colorado로 
향하는 추가버스 (N/B 88)는 3:42 pm에 재향군인병원 출발 
4/11 (수) 
2:45 PM 하교 - 재향군인병원 출발 시간 2:53 PM (88M), 2:55 PM (88L). Middlefield/Colorado로              
향하는 추가버스 (N/B 88)는 2:57 pm에 재향군인병원 출발 
4/12 (목) 
3:05 PM 하교 - 재향군인병원 출발 시간 3:13 PM (88M), 3:15 PM (88L), 3:10 PM (N/B 88). 
Middlefield/Colorado로 향하는 추가버스 (N/B 88)는 3:17 pm에 재향군인병원 출발 
 
RT 88 Bus Schedule Adjustments for April 10-12 

Tuesday, April 10 

3:30 PM dismissal -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38 PM (88M), 3:40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42 PM.  

Wednesday, April 11 

2:45 PM dismissal -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53 PM (88M), 2:55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57 PM.  

Thursday, April 12 

3:05 PM dismissal -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13 PM (88M), 3:15 PM(88L). Regular scheduled N/B 88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10 PM.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17 PM. 

  
건 PTSA에 가입하세요! 
4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임직원 라운지 
2018-2019년 PTSA 집행부 선거가 4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임직원라운지에서 개최되는 PTSA            
총회에서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TSA 선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What Happens At the             
PTSA Election Meet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in the Gunn PTSA!  

Thu, Apr 12, 6:30 PM, Staff Lounge 

The Gunn PTSA election for the 2018-2019 Executive Board will take place at the PTSA General Meeting on April 12, beginning at 
6:30 PM in the Staff Lounge. For more information, read about  What Happens At the PTSA Election Meeting? 

 
잊지 마세요: 국제 뷔페 자원봉사자 모집 중 
4월 19일 목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연례 건 학부모회 국제 뷔페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학부모를 구하고 있습니다. 음식 
서빙, 계산대 담당, 테이블 세팅, 정리, 하이드레이션(hydration) 등의 직무 중 골라 다음 링크에서 신청하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8s6hQdFyyJXwmYlpKMUGDc_YBlFm4yGCy2hHOt_3Eo/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8s6hQdFyyJXwmYlpKMUGDc_YBlFm4yGCy2hHOt_3Eo/edit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uIgQwZ8WcUgGeAQpOI0OEySYVSc_kXW_kjjoDqZd0ZfTqqMGUxd9Um7ocrYxliR4DBQmJyIcVdYpIrQ6fWXLn8-g1g85nmg_TQqamMSzzkcIwNSyJFG6D-FXpykD_ow0GNAfk4WwkaXx4U4BDHPBO9tXukoKuydGH5-IZcJjA_9tpS80DvJz455kWV9ZHmR3iZ2IjodoqEI=&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수 있습니다. www.tinyurl.com/GunnInternationalBuffet2018. 이 행사의 메뉴로는 차우멘, 치킨, 파스타, 
후무스, 키시, 피에로기, 당면 초밥, 타코, 버터 치킨, 과일 바(fruit bars), 핫도그, 샐러드 등의 음식이 
있습니다. PAUSD는 이번 규정에 집에서 만든 음식은 학교 캠퍼스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조리실에서만 만든 음식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하시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다음 링크에서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PayPal)을 통해 기부해 주세요. 
http://gunn.paloaltopta.org/online-gunn-pta-donations/. 
아니면 건 학부모회에 페이팔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이메일: GunnPTSA@gmail.com). 건 외국어 
부서와 언어 관련 클럽들은 건 국제 주간(4월 16~20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GunnPTSA@gmail.com로 연락해 주세요. 
 
DON'T FORGET: Sign Up to Volunteer at the International Buffet 

Thu, Apr 19 

Need parents to sign up to help at the Annual Gunn PTSA International Buffet on Thursday, April 19, at lunchtime. Volunteer duties 
include food servers, cashiers, set up tables, clean up and hydration are listed on sign-up link: 
www.tinyurl.com/GunnInternationalBuffet2018. Menu includes international cuisines such as chow mein, chicken, pasta, hummus, 
quiches, pierogis, glass noodles, sushi, tacos, butter chicken, fruit bars, hot dogs and salads. PAUSD has announced that no food 
can be made at home and brought onto campus for this event. Due to health concerns for our students, only food produced at a 
professional kitchen can be served. If you prefer to donate money, please use this link for credit card or PayPal: 

http://gunn.paloaltopta.org/online-gunn-pta-donations/. Or you can donate to the Gunn PTSA using Paypal: GunnPTSA@gmail.com. 
The World Languages Department and several language clubs are planning a whole week of events during Gunn's International 
Week festivities April 16-20.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Gunn PTSA: GunnPTSA@gmail.com. 

 
2018년 12학년 소풍과 졸업 파티를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5월 30일 수요일, 12학년 소풍 
5월 31일 목요일, 졸업 파티 
연례 12학년 소풍과 졸업 파티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10,11,1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몇 시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룻밤 동안 샤프롱(chaperone)으로 
봉사하실 학부모도 구하고 있습니다. 샤프롱은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행사 장소까지 갔다가 다음날 
5시 반에 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건의 전통에 학부모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http://signup.com/go/twfxgxu을 통해서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gunn.seniorparty@gmail.com으로 연락해 주세요. 
 
Parent Volunteers: Your Time is Needed for the 2018 Senior Picnic and Grad Night Party 

Wed, May 30, Senior Picnic 

Thu, May 31, Grad Night 

The annual Senior Picnic and Grad Night celebrations needs your help! Sign ups are now open for Sophomore, Junior and Senior 
parent volunteers. Many of the tasks require only a couple hours of your time. We also need overnight chaperones to travel on the 
bus with our students to the venue, stay all night and return to Gunn at 5:30AM. This is a great way for all parents to get familiar with 
this wonderful Gunn tradition. To volunteer, please go to http://signup.com/go/twfxgxu. Questions? Contact 
gunn.seniorparty@gmail.com. 

 

 

 

건 운동부 소식 (Gunn Athletics) 
Translation by 

Philip Chun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L2WO_qu7T6KRXtkqD_0l9kFmSNnyKvv_PtTvGg2VkTyZdoCvl7tW3A_ZV3zgPA_6outKBAY_AtVSNn3NVDzMX2OYJK4vYjFCH48fyP_LR5RtFTVPXiFKpZk9PyO-a39ALqT0qTzRyCchDv0dr7LPlg75ikuo7fAFZlrnHcFP8vZcu-J-b1ekqaTFgN7LIS9f&c=ekf73Zdo89AIRuqxF44yvHfn9QFlr7lkYxdKRP0msKbaK0zJNor0uA==&ch=_7ne4l0hwTx-6pVFrioZQbB_lo2new8vTAGhoOIO3AEE6VQXo_9Yb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ImY_dyvOMHkXibyXgPxH7JQ5UNfSHKIa5SqFyVPsAYhoKIRZxBoVH0FBgdTJ9bHzTQQc66r3zmh4j6WsP2qbqMCVixoGtnWjQTKauG5BotdlOcdgE8TzYwq_Mlfp8iY7PT_MJFe74X52ND9N9gdb7Q==&c=ekf73Zdo89AIRuqxF44yvHfn9QFlr7lkYxdKRP0msKbaK0zJNor0uA==&ch=_7ne4l0hwTx-6pVFrioZQbB_lo2new8vTAGhoOIO3AEE6VQXo_9Ybg==
mailto:GunnPTSA@gmail.com
mailto:GunnPTSA@gmail.com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L2WO_qu7T6KRXtkqD_0l9kFmSNnyKvv_PtTvGg2VkTyZdoCvl7tW3A_ZV3zgPA_6outKBAY_AtVSNn3NVDzMX2OYJK4vYjFCH48fyP_LR5RtFTVPXiFKpZk9PyO-a39ALqT0qTzRyCchDv0dr7LPlg75ikuo7fAFZlrnHcFP8vZcu-J-b1ekqaTFgN7LIS9f&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ImY_dyvOMHkXibyXgPxH7JQ5UNfSHKIa5SqFyVPsAYhoKIRZxBoVH0FBgdTJ9bHzTQQc66r3zmh4j6WsP2qbqMCVixoGtnWjQTKauG5BotdlOcdgE8TzYwq_Mlfp8iY7PT_MJFe74X52ND9N9gdb7Q==&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am7Z_2MrbnIWISmt_g6F7IsGMCuFTlGaJMPcdw64F3hPNoTupNXDgwitW6FySH3rXL66tFSI0h5-L1XGNd-Hn43kv0yrvmbguSebS8k3Jxm1dFzMcfk3pg==&c=ekf73Zdo89AIRuqxF44yvHfn9QFlr7lkYxdKRP0msKbaK0zJNor0uA==&ch=_7ne4l0hwTx-6pVFrioZQbB_lo2new8vTAGhoOIO3AEE6VQXo_9Yb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am7Z_2MrbnIWISmt_g6F7IsGMCuFTlGaJMPcdw64F3hPNoTupNXDgwitW6FySH3rXL66tFSI0h5-L1XGNd-Hn43kv0yrvmbguSebS8k3Jxm1dFzMcfk3pg==&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mailto:gunn.seniorparty@gmail.com


 

금주의 운동선수 
지난주 주간 팰로앨토 금주의 운동선수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건 체육 진흥회는 각각 여자 라크로스와 
농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그레이스 윌리엄스(Grace Williams)와 사미오 우제 (Samio Uze)를 저번주에 
이어 다시 한번 금주의 운동선수로 선정합니다. 
  
Athlete Recognition 
Last week there was an error in the Palo Alto Weekly for Honorable Mention for Athletes. Boosters would like to recognize Grace 
Williams and Samio Uze. And once again both these athletes were awarded Honorable Mention this week, Grace for Girls 
Lacrosse and Samio for Baseball. Great job! Go TITANS! 

 
지난호에서  

Translation by 
Frances Kim 

건 스포츠 부스터에서 알립니다. 
 여자 소프트볼 팀이 새 장비와 스코어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절반은 스포츠 
부스터에서 부담을 했습 니다. 가자, 타이탄!  
 
From the Gunn Sports Boosters Gunn Sports Boosters is excited to announce that the Girls Softball team has new equipment and 
a new scoreboard, for which Boosters paid 50% of the expenses. Go TITANS! 
 

 
 
  

PAUSD & PTAC 
Translation by 

Philip Chung 
**신규** PAUSD 임시 관리자의 주간 메시지  
매주 이곳에서 PAUSD 임시 관리자 카렌 헨드릭스(Karen Hendricks)의 메시지가 게재됩니다. 
  
**NEW** Read the current message from our Interim Superintendent 
We will re-post Karen Hendricks' communications here each week, in case you missed it on her Friday Infinite Campus email to you. 
Visit https://www.pausd.org/news for the latest message from Karen Hendricks. 
 

Translation by 
Jeey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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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by 
Frances 

 
무엇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월 9일 월요일, 오후 7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공연예술센터 (50 Embarcadero Rd, Palo Alto)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1he_u42_0baRX-EJfjkMnvXaRNAYX5sNDt6ODt1GNJJJNEXksbSDEj-OwnKMrR211sfLj3ZBZbmKAWoUNoBRFp72oGLk_oggc_RTrSHlt384ny3tFUqIN--gltcfxY7yA==&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1he_u42_0baRX-EJfjkMnvXaRNAYX5sNDt6ODt1GNJJJNEXksbSDEj-OwnKMrR211sfLj3ZBZbmKAWoUNoBRFp72oGLk_oggc_RTrSHlt384ny3tFUqIN--gltcfxY7yA==&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민주주의는 견문이 넓은 유권자가 확대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실들은 잘못된 정보, 선전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놉스,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Data for Democracy), 구글, 
페이스 북, 스탠포드 대학, 미래를 위한 기관(Institute for the Future)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측정하 기 위한 전략, 팁 및 도구를 배우세요. 이 이벤트는 고등학생, 학부모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팰로 앨토 여 성유권자협회와 팰로 앨토 학부모회에서 협찬합니다. 등록비는 없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goo.gl/ SHLwwm 를 참조하세요.  
 

Translation by 
Philip Chung 

 
**신규** 프로젝트 코너스톤: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참여형 워크샵 
4월 11일, 18일, 25일, 5월 2일, 9일 (매주 수요일, 5주간), 조던 중학교, MP 룸, 750 N California Ave, Palo 
Alto 
가족의 강한 유대감은 아이의 성공을 점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5주간 본 워크샵에 참가하셔서 
아이와의 관계 개선 방법을 알아보세요. 매 워크샵에서는 어떻게 아이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며, 선을 짓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연습할 예정입니다. 조던 중학교의 학부모이실 필요는 
없으며, 아이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요청에 의해 통역이 
제공됩니다. PAUSD. 워크북과 재료 구비를 위해 $20 정도의 기부를 받습니다. 지금 
http://www.signupgenius.com/go/60b0945aba72d6-take에서 가입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매리 크럼(Mary 
Crum)에게 연락하세요: Mary@projectcornerstone.org. 
. 
 
**NEW** Take It Personally: Project Cornerstone's Engaging Workshop for Parents and Caregivers 
Wed, Apr 11, 18, 25, May 2, May 9 (5 weeks), Jordan Middle School, MP Room, 750 N California Ave, Palo Alto 
A strong family is the best predictor of children's success. Join us to discover tools for strengthening your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in this 5-week workshop. Each week we will discuss and practice ways to show caring, giving support, setting boundaries, 
and building strong relationships that help youth succeed in school and life! You do not need to be a parent from Jordan, just an 
adult who cares about helping kids thrive. Language Translation available upon request. Workshop paid for by PAUSD. Suggested 
donation for workbook & materials: $20.00. Sign Up today: http://www.signupgenius.com/go/60b0945aba72d6-take. Questions? 
Contact Mary Crum at Mary@projectcornerstone.org. 
 
 
라틴계 학생 학부모 모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 7시 30분 올로니 초등학교 (950 Amarillo Ave)  
라틴계 학부모회(The Latino Parent Network)는 히스패닉 학생들의 성공과 대학/취직 준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지역 평등성 조정자 키스 윌러씨(Equity 
Coordinator Keith Wheeler)를 만나보세요.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은 스페인어로 진행되며 영어 통역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버스 운전사를 위한 아침식사 감사 메세지  
마감일: 4월 22일 일요일 기부금 마감일: 4월 26일 목요일 매년, 팰로 앨토 CAC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을 주는 버스 운전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이벤트는 4 월 26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버스 
운전사 사무실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버스 운전사의 친 절함과 헌신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CacBusDriverAppreciation@gmail.com으로 감사장을 보내십시오. 만약 아침 식사, 기프트 
카드 등등을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4월 22일까지 메세지 를 보내주십시오. 본 
이벤트는 cacpaloalto.org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Translation by 
Philip Chung 

https://maps.google.com/?q=750+N+California+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s://maps.google.com/?q=750+N+California+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9c9GPJ27pJp-YLrl8A4mfgR61ykpu6pGu-HP11o49xEoOux6k13F-rn85Xk_VLQLB5PYdgOFFRNoHrNQzr_v7YSmjGA3KkHJQ-DqNiT29yeyS8nHVd2a2WSTqSwoymX13EsjG0zFRF27XVzD9JAcgQ==&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s://maps.google.com/?q=750+N+California+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9c9GPJ27pJp-YLrl8A4mfgR61ykpu6pGu-HP11o49xEoOux6k13F-rn85Xk_VLQLB5PYdgOFFRNoHrNQzr_v7YSmjGA3KkHJQ-DqNiT29yeyS8nHVd2a2WSTqSwoymX13EsjG0zFRF27XVzD9JAcgQ==&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mailto:Mary@projectcornerstone.org


 

 
**신규** 피부 건강과 야외 활동 수칙에 관하여 - 피부과 전문의 에이미 애덤스 박사 (Dr. Amy Adams) 
4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반, 페어메도우 초등학교, MP 룸, 500 E. Meadow Dr, Palo Alto 
팰로 앨토 의료재단(PAMF)의 피부과 전문의 에이미 애덤스 박사 (Dr. Amy Adams)로부터 야외 활동 
수칙에 관한 정보를 얻으세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 발암의 
확률을 높이는 자외선 노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애덤스 박사는 소아의 피부가 햇빛으로 부터 왜 
보호받아야하며, 왜 햇빛으로부터의 피부 보호가 창백한 피부를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적절량의 비타민 D의 섭취 방법, 가족에게 적합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법과 피부암 구분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부모 및 보호자, 학생 그리고 임직원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등록하세요. 문의가 
있으면 벨린다 라이언(Belinda Ryan)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belinda.ryan@gmail.com 
 
**NEW** Sun Safety and Skin Health: Parent Talk by PAMF Dermatologist Dr. Amy Adams 
Tue, Apr 24, 6:30 PM, Fairmeadow Elementary School, MP Room, 500 E. Meadow Dr, Palo Alto 
Join PAMF Dermatologist and parent Dr. Amy Adams for a brief informative talk on sun safety. With warm sunny days just around 
the corner, kids will be spending more time outside. This means more exposure to the sun's harmful ultraviolet (UV) rays, which 
increase the risk of skin cancer. It's time to get prepared! Amy's talk will cover: why kids' skin needs protection from the sun, why 
sun protection isn't only for people with pale skin, how to get adequate vitamin D, how to choose a sunscreen for your family, how to 
recognize skin cancer. Parents and caregivers, children and staff are all welcome. Please RSVP here.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Belinda Ryan at belinda.ryan@gmail.com.  
 
PAUSD에서 개최되는 서머캠프  
주변 혹은 팰로 앨토에서 열리는 서머 캠프를 찾아보고 계신가요? 지금 PTAC 웹사이트에서 팰로 앨토 
에서 열리는 서머 캠프를 확인하세요. 일람된 서머 캠프 제공자들은 지역에 임대료를 지불해 PAUSD의 각 
학교에 서 여러 활동과 서머 캠프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학교 운영비에 보탬이 되며 지역 
아동에게 다양한 기 회를 제공되는데 사용됩니다. 학부모회는 특정 캠프를 홍보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PTSA 웹사이트 관리자 에게 연락하셔서 정보를 갱신하세요. 해당 사이트는 게재 수수료가 없습니다. 

 
 

Translation by 
Haesung Huang 

 
**신규** 2018-19 학부모 행정 이사회 (PTA Council Executive Board)  

http://ptac.paloaltopta.org/. 

2018-19학년도 학부모 이사회(PTA Council Board, PTAC)에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재능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모여 멋진 조직이 되었습니다. PTAC는 팰로 앨토 교육구 내의 다른 17개의 PTA의 상위 
단체이며,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이들과 청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직위 성함 

President Jade Chao 

EVP Christina Schmidt 

Historian Lilli Nova-Roessig 

Secretary Heather Sahami 

https://maps.google.com/?q=500+E.+Meadow+Dr,+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BBOEBl43lt4yV7lv4Rzyi-wo40TKdbOvuQT7SQwK8rnEUmLreC6U-x9-YKaoU9EXMBFddIa8xcJBxaNBeRtXNIWO6trH7tiiOb9hru7pV0N4_xCT3btqdMKDBYxAbrGUF_2Mzj2IJh3HDURvqVr4qvI2H9YKZvZ-o88e4SlVzqI90RbIlhgG_IbBDv2508Dtn9Zbv3pf7w9UILCy3pN7k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s://maps.google.com/?q=500+E.+Meadow+Dr,+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BBOEBl43lt4yV7lv4Rzyi-wo40TKdbOvuQT7SQwK8rnEUmLreC6U-x9-YKaoU9EXMBFddIa8xcJBxaNBeRtXNIWO6trH7tiiOb9hru7pV0N4_xCT3btqdMKDBYxAbrGUF_2Mzj2IJh3HDURvqVr4qvI2H9YKZvZ-o88e4SlVzqI90RbIlhgG_IbBDv2508Dtn9Zbv3pf7w9UILCy3pN7k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1kdwk_VdwImAW8Qne2SWXW3E_cN2Tuxdzq9U7pWwxrZuKdbFRVujtOgv-cbzswUFUq4VuHgkGlLnBJIYfOWzPi6B14xPB0PTXJ49yFRIFf5TQM9oQ8LVw9Ue7zlWdybJg==&c=tTR0KIIlZjNhYv819hQHa06SiRHxs3UW4uTmsP6aduPB9lkyuYO_Tg==&ch=XtHuarTwqJ4kGm9lKiv0_7LF9I5YJLUlBQhfcBBEzXNWyBNllfI4Hw==


 

Treasurer Meilani Hendrawidjaja 

Treasurer Shweta Choudhry 

VP Advocacy Sara Armstrong 

VP Communications Greta Olbrich 

VP Communications Gabrielle Conway 

VP Community Outreach Michelle Higgins 

VP Education Beth May  &  Sara 
Woodham 

VP Health & Wellness Dave Shen 

VP Health & Wellness Sumita Vasudeva 

VP Parent Education Charu Gupta  

Auditor Appointed 

Parliamentarian Appointed 

Immediate Past 
President 

Audrey Gold 

 

**NEW** 2018-19 PTA Council Executive Board 

http://ptac.paloaltopta.org/ 

Congratulations to the recently elected 2018-19 PTA Council (PTAC) Board.  We have an amazing group of talented volunteers. 
PTAC is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17 unit PTAs of the Palo Alto Unified School District and works to improve the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of all children and youth. 

 

Board Position Name 

President Jade Chao 

EVP Christina Schmidt 

Historian Lilli Nova-Roessig 

Secretary Heather Sahami 

Treasurer Meilani Hendrawidjaja 

Treasurer Shweta Choudhry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1kdwk_VdwImAW8Qne2SWXW3E_cN2Tuxdzq9U7pWwxrZuKdbFRVujtOgv-cbzswUFUq4VuHgkGlLnBJIYfOWzPi6B14xPB0PTXJ49yFRIFf5TQM9oQ8LVw9Ue7zlWdybJg==&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VP Advocacy Sara Armstrong 

VP Communications Greta Olbrich 

VP Communications Gabrielle Conway 

VP Community Outreach Michelle Higgins 

VP Education Beth May  &  Sara Woodham 

VP Health & Wellness Dave Shen 

VP Health & Wellness Sumita Vasudeva 

VP Parent Education Charu Gupta  

Auditor Appointed 

Parliamentarian Appointed 

Immediate Past President Audrey Gold 

 

 

**신규** 학교에서 특수 보조(One on One aide)을 구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 팰로 앨토 교육구 내 학교에서 하루 당 4-6시간 반 

팰로 앨토 특수 교육부서는(The PAUSD Special Ed Department) 2018-19학년도 교육과 행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보조선생(Student Attendant, 특수 보조(One 
on One aide))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 시간이 남으시거나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www.pausd.org/explore/pausd/human-resources/jobs를 통해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팰로 
앨토 교육구 인적자원부의(PAUSD Classified HR) 앤 리(Anne Le)에게 (650) 329-3957로 전화문의가 
가능하십니다. 

**NEW** One on One Aides Needed at School Sites 

Mon-Fri, 4-6.5 hrs hours per day at a number of our schools  

The PAUSD Special Ed Department has a critical need for Student Attendants (one on one aides) to provide classroom support to 
students with learning and behavioral needs for the remainder of this school year. If you have some extra time, and would be 
interested in working in the schools, apply on line at www.pausd.org/explore/pausd/human-resources/jobs. You may also call Anne 
Le, PAUSD Classified HR, (650) 329-3957, for more information.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r8YL-bZF49UsYGWTku-32pCrNbnAYpkQkCnnhiJtfoVb0jL7WQOtRY12kXYhB9VI2GGP6FwZp1zz3z7ZI0Vi46jHW1pFqqBDb1wosqsaWzOtgxlNl7GP0-TnspMHvu8WvKQRjMojgzv-C-E8s78lnSHRfJ1FB6ks&c=tTR0KIIlZjNhYv819hQHa06SiRHxs3UW4uTmsP6aduPB9lkyuYO_Tg==&ch=XtHuarTwqJ4kGm9lKiv0_7LF9I5YJLUlBQhfcBBEzXNWyBNllfI4H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r8YL-bZF49UsYGWTku-32pCrNbnAYpkQkCnnhiJtfoVb0jL7WQOtRY12kXYhB9VI2GGP6FwZp1zz3z7ZI0Vi46jHW1pFqqBDb1wosqsaWzOtgxlNl7GP0-TnspMHvu8WvKQRjMojgzv-C-E8s78lnSHRfJ1FB6ks&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지역 사회 소식 (Community) 
Translation by 

Haesung Huang 
학부모 담소 (Parent Chat)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 로스 앨토스 도서관, 13 S. San Antonio Rd, Los Altos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학부모 담소에 오셔서 다른 십대 자녀를 둔 
학부모와 격려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SELPA 1 CAC의 정신건강 소위원회 (Mental Health Subcommittee 
of SELPA 1 CAC)에서 주최합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다니엘 세이볼드(Danielle Seybold)와 함께하는 청소년 건강 
4월 14일 - 5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4966 El Camino Real, Ste #115, Los Altos 
본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연대감, 지역 사회, 그리고 표현력 있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활동에는 온화한 움직임으로 몸풀기, 감각을 의식하는 마음 챙김 연습, 창의력있는 예술 활동 및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대화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어려운 때에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mindbodymoms.com/event/teen_wellness_spring_2018/. 
 
이야기합시다 
4월 16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로스 앨토스 도서관(Los Altos Library, 13 S. San Antonio Rd, Los Altos) 
IEP, 504, 학습 장애, 정신 건강 장애 등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아이디어와 다양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모두를 환영하며, 참가자들은 본 
행사에서의 이야기를 비밀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이벤트는 SELPA 1 CAC(http://www.selpa1cac.org/ 
)에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블로섬(Blossom)에서의 들꽃 여성 요가 동아리(Wildflower Yoga Women’s Circle) 
4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45분 - 9시 15분 
블로섬 버스(Blossom Birth, 505 Barron Ave, Palo Alto) 
이 6주간의 모임에서는 전 연령대의 여성을 초대하여 요가, 명상, 일기 등등의 활동 후 차와 간식과 
함께하는 웃음으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이야기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챙김에 따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부을에너지와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본 모임은 인원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https://www.blossombirth.org/wildflower-yoga-womens-circle.html. 
 

Translation by 
Philip Chung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자기 관리법 
4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9시, 산타 리타 초등학교, 700 Los Altos Rd, Los Altos 

https://maps.google.com/?q=13+S.+San+Antonio+Rd,+Los+Altos&entry=gmail&source=g
https://maps.google.com/?q=13+S.+San+Antonio+Rd,+Los+Altos&entry=gmail&source=g
https://maps.google.com/?q=4966+El+Camino+Real&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VKXXQ_4BQed4ihXBPpKLopQFGiltu_-rKBLK2lg9-88MXxbMgwBZngXacNWZp74FqPPqpNdZ6mxDwU9QlFqXhNnjgkzBtxTtLqVa82tEoDwI-Uyihws4lYAIBJET47I9YiK1h7OGCh-FN4dAHR67LhPO2u8xeBXo&c=rKsIlNPKp5X1QAlI7A9LqylPCT_s0x2jhEFrtR7EM8056_L3Vl95MQ==&ch=E0CegqQ39LKhZmVPoHesyVlfxMnCg7nkbH0QDhCcCEpekPFhdw5Hqg==
https://maps.google.com/?q=13+S.+San+Antonio+Rd,+Los+Altos&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38QMEDC1EQLV1jqPME6FZBSukL-6AcXCF3qQSgAdZV3XknzInLyDon7yOZQONq2cnz3Tid_ZNP67RcEnr5peXexLdtYlI3E7ODArzTZqFrtYjL7HiNuNm8=&c=rKsIlNPKp5X1QAlI7A9LqylPCT_s0x2jhEFrtR7EM8056_L3Vl95MQ==&ch=E0CegqQ39LKhZmVPoHesyVlfxMnCg7nkbH0QDhCcCEpekPFhdw5Hqg==
https://maps.google.com/?q=505+Barron+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wFj3SEMjcCw1UYb2jtvvlUtaXAYLECxfhOQXbcxogqPMHwO9V25alLjGpuW2HsrZGy4CpoSF29UC2AjfAT_QfjjQM93tc3X5nvHrg4k2skHnwSFnAfUyRPtZS7NpTdFX1ucpvuCk9yhMQs8IZjgiE0A_G3BMrF_M&c=rKsIlNPKp5X1QAlI7A9LqylPCT_s0x2jhEFrtR7EM8056_L3Vl95MQ==&ch=E0CegqQ39LKhZmVPoHesyVlfxMnCg7nkbH0QDhCcCEpekPFhdw5Hqg==
https://maps.google.com/?q=700+Los+Altos+Rd,+Los+Altos&entry=gmail&source=g


 

아동 심리학 및 클리닉 교수 박린다 롯츠페이치 박사 지도. 장애아의 육아는 격한 감정과 고도의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명상 등의 활동을 포함한 마음 챙김 수련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자신감을 높여주며,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의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해당 워크샵은 SELPA 1 CAC에 의해 
개최됩니다.http://www.selpa1cac.org/. 
 
Taking Care of You: Mindfulness and Parenting with Challenges 
Wed, Apr 18, 7-9 PM, Santa Rita Elementary School, 700 Los Altos Rd, Los Altos 
With Dr. Linda Lotspeich, Child Psychiatrist and Clinical Professor. Parenting a child with disabilities can lead to difficult emotions 
and stress.  The practice of mindfulness, including meditation, can reduce stress, improve self-esteem and allow you to better 
manage these emotions. Learn to move from coping to living a more meaningful life in the present moment, while still planning for 
the future. Organized by SELPA 1 CAC http://www.selpa1cac.org/. 
 
제이린 샐러스(Jalene Salus)와 함께하는 건강 모임 
4월 20일 - 6월 15일, 오전 9시 15분 - 11시 15분, 블로썸 버스, 505 Barron Ave, Palo Alto 
본 모임에 참석하여, 제이린 샐러스에게서 몸, 마음, 그리고 정신 건강에  “영양”을 보충하는 간단한 방법을 
배워보세요. 지역산 유기농 제철 과일을 맛보시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샐러스씨는 계절 리듬에 맞는 자기 관리법과 자신의 건강백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에 지금 이곳에서 등록하세요.  
 
Spring Women's Wellness Group with Jalene Salus 
Fridays, Apr 20-Jun 15, 9:15-11:15 AM, Blossom Birth, 505 Barron Ave, Palo Alto 
In this nourishing group, Jalene Salus will share the wisdom of Integrative Nutrition as she introduces sweet and simple ways to 
nourish your mind, body and spirit. Enjoy a little taste of organic, local, seasonal winter bites while you discuss foods to support your 
unique body -- and your family's health -- this winter. Jalene will show you how aligning your self care with the rhythm of the season 
can guide you on your path of women's wellness as she engages you in fulfilling dialogue with other thoughtful, wise women. 
Registration is required as space is limited! http://mindbodymoms.com/wellness-groups/ 
 
팰로 앨토 웅변 토론 캠프 
6월 4일-8일, 6월 11일-15일 
지난 14년간 팰로 앨토 웅변 토론 캠프를 참가한 학생들은 웅변 능력, 조사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자신감에 있어서 괄목적인 향상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팰로 앨토 고등학교의 웅변 팀과 토론 
팀에게 학생들은 개인 지도를 포함한 1:4 교사 대 학생 비율의 교습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화술  경험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본 캠프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pasdc.com에서 등록을 
하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Palo Alto Speech and Debate Camp 
June 4-8 and June 11-15 
For the past 14 years, students have left Palo Alto Speech and Debate Camp with improved public speaking, research skills, critical 
thinking abilities, and self-confidence. Taught by Paly's nationally ranked speech and debate team, the camp offers an unmatchable 
4:1 student-to-counselor ratio that provides students with individualized support. Whether a student is a first-time camper with a fear 
of public speaking or a seasoned competitor, PASDC offers customized curriculum for students of all experience levels with our 
basic and advanced tracts. Register or learn more at pasdc.com. 
 

지난호에서 
Translation by  
Jaegyung Lee 

청소년파워(Teenpower)의 안전 및 자기 방어 워크샵  
4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 - 6시 (3900 Ventura Court, Palo Alto)  
13-17세의 청소년을 위해 제작된 본 워크샵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경계 설정, 갈등 해소, 자기 보호, 그리고 
자 기 방어에 집중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물리적인 기술 또한 배울 것입니다. 예비 등록은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38QMEDC1EQLV1jqPME6FZBSukL-6AcXCF3qQSgAdZV3XknzInLyDon7yOZQONq2cnz3Tid_ZNP67RcEnr5peXexLdtYlI3E7ODArzTZqFrtYjL7HiNuNm8=&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s://maps.google.com/?q=700+Los+Altos+Rd,+Los+Altos&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38QMEDC1EQLV1jqPME6FZBSukL-6AcXCF3qQSgAdZV3XknzInLyDon7yOZQONq2cnz3Tid_ZNP67RcEnr5peXexLdtYlI3E7ODArzTZqFrtYjL7HiNuNm8=&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s://maps.google.com/?q=505+Barron+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ez6qQ3wqUUes9r7BCJZLA_MVd6PLK3zFvUe_kKlWCwBY0-ENjz9MnLHf0cbnUEFBtIx-96Lf2vrb1mt96mdn5JzhdUDlNtUIW-vjmHyb-RdlPrz1SBb9TIaQy4OP44gCC0Xt9Jtixa4=&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ez6qQ3wqUUes9r7BCJZLA_MVd6PLK3zFvUe_kKlWCwBY0-ENjz9MnLHf0cbnUEFBtIx-96Lf2vrb1mt96mdn5JzhdUDlNtUIW-vjmHyb-RdlPrz1SBb9TIaQy4OP44gCC0Xt9Jtixa4=&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s://maps.google.com/?q=505+Barron+Ave,+Palo+Alto&entry=gmail&source=g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43tkaUB2D3oez6qQ3wqUUes9r7BCJZLA_MVd6PLK3zFvUe_kKlWCwBY0-ENjz9MnLHf0cbnUEFBtIx-96Lf2vrb1mt96mdn5JzhdUDlNtUIW-vjmHyb-RdlPrz1SBb9TIaQy4OP44gCC0Xt9Jtixa4=&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7iTGvIriYpouhbXrTsRUQI2VatFvQh2DGeupLGVwTThgXidWOTgI_DPi8pkvTdDRbd5m10V8jvm5X04ZXXKwkVs1mf-Hxdet75za0cowXJtTjUsoB1eQQ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http://r20.rs6.net/tn.jsp?f=001rmm1VwC31mHe2TNZbIFFog82PDYjl-1WiW6WBsYXSOtewXP3uXZFg7iTGvIriYpouhbXrTsRUQI2VatFvQh2DGeupLGVwTThgXidWOTgI_DPi8pkvTdDRbd5m10V8jvm5X04ZXXKwkVs1mf-Hxdet75za0cowXJtTjUsoB1eQQw=&c=dPXKTFyptuWKnNBPaDKoFgkGAuYh5z9_8VkRRpfDIronjE-kr2g8Vg==&ch=PDn_DFClP6KApw8ltItViJbYIXtbJqtaRcsbXoQNUgr-gvOAgVhwsw==


 

필수이며 각 청소년당 140달러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safety@kidpower.org또는 (800) 467-6997에 연락을 
주십시 오. www.kidpower.org. 
 
당신의 도움을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중요하다”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수요일 애써튼(Atherton) 또는 4월 26일 목요일 팰로 앨토(Palo Alto), 오전 10시  
일주일에 한번 다음 년도 학교 봉사활동을 배우러 동쪽 팰로앨토 그리고 동쪽 멘로파크 학교의 유치원부터 
5학 년 학생들의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학업, 사회, 그리고 정서적 기술을 
키울 수 있 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들의 집에서 당신의 중요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넷 케네디 (Jeanette Kennedy: jkc_kennedy@yahoo.com)에게 연락을 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시 www.allstudentsmatter.org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19년도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호스트 가정 당신의 자녀가 유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가족이 유학생 호스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AFS는 미국 내 가장 큰 교환학생 단체이며, 대략 
1,000명의 미국 학생들을 유학시키고 있고, 대략 2,200명의 교환 학생들 이 올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베이 에어리어). 현재 AFS는 한명의 팰로앨토 고등학교 학 생, 그리고 전형적으로 
1-2명 건 고등학교 학생을 호스트 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당신의 자녀에게 문화, 언어, 그리고 성숙함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호스트 학생을 호스팅하는 것은 당신과의 평생 갈 수 있는 관계와, 당신의 
자녀의 시야를 넓힐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정보(www.afsusa.org)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idpow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