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일정 
1/12 금요일 
대체 일정 (시간표 참조)

 
1/15 월요일 
수업 없음 – 마틴루터킹 휴일

 
1/16-19 화-금요일 
대체 일정 (시간표 참조)


1/17 수요일 
9학년 학부모 연결 모임, 오후 6시 30분, 스태프라운지


1/18 목요일 
11학년 학부모 연결 모임, 오전 8시 30분, 도서관


1/19 금요일 
12학년 학부모 연결 모임, 오전 8시 15분, 스태프라운지


1/20 토요일 
건 고등학교 테드 엑스(TedX Gunn High School), 오전 10시, 팔리헤이마켓극장 (Paly Haymarket 
Theater)


1/22 월요일 
사이트 위원회, 오후 4시, 스태프라운지


1/25, 목요일 
헌혈 운동, 오전 8시 30분, 도서관

건 타악기 합주회, 오후 7시 30분, V-9 교실


1/26, 금요일 
10학년 학부모 연결 모임, 오전 8시, 스태프라운지


Translation by

Frances Kim



건(Gunn)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위한 건 YCS 클럽(Gunn YCS-Interact Club) 
일시: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시 - 2시 
장소: 미첼 파크 커뮤니티 센터(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마틴 루터 킹의 족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서비스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오락, 그리고 연사 
등등의 이벤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라틴 루터 킹의 업적과 정의로움을 기리고, 유대감과 커뮤
니티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테드X건 고등학교(TedXGunnHighSchool) 
일시: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팰로 앨토 고등학교 헤이마켓 공연장(Palo Alto High Haymarket Theater) 
입장료: 무료

본 이벤트를 위해 10명의 연사들이 베이 에리어(Bay Area) 전역에서 모여 테드X의 모토인 “전파할 가치가 있
는 아이디어”에 따라 획기적이며 매력적인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년도의 테마는 “크로스로드
(Crossroads)”이며, 건 학생들부터 링크드인(LinkedIn)의 설립자까지 다양한 연설자를 포함합니다. 본 이벤
트는 흥미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이며, 점심은 온라인 구매는 4달러, 이벤트 당일 구매는 7달러로 제공
될 것입니다. 행사장에서 더욱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이벤트 시작 45분 전인 오전 9
시 15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해주시고, 테드X건 고등학
교를 눌러 연설자 및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건 재단(Gunn Foundation): 2018년도 가정형편에 기초한 장학금 제도(Need-based 
Scholarships) 
지원서 마감일: 3월 6일 화요일

1968년에 설립된 건 재단(Gunn Foundation)에서는 건 고등학교의 12학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78,000달러를 29명의 학생들에게 수상하였습니다. 본 장학금은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상됩니다. 당신의 학
생이 본 장학금을 받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기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www.gunnfound.org). 

질문: 수니타 베르마(Sunita Verma) tedbucklin@gmail.com 

지원서: http://gunnfound.org/application/.


건의 CIEE 장학생 프로그램 합격자를 축하합니다 
CIEE의 장학생 프로그램(CIEE Global Navigator Scholars)에 합격한 18명의 건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중 유학을 할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여름 중 세계 곳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학을 하고싶었지만 12월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Sra. Liz Matchett 
(lmatchett@pausd.org)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호에서: 

감사합니다! 
파이널 주에 건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나눠 준 건 학부모 115명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음식과 
다과를 건 스태프를 위해 타이탄 카페에 기부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파이널 주 브런치와 점심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Translation by

Joh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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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운동부 소식(Gunn Athletics) 

 
금주의 운동 선수
건 체육 진흥회는 여자 축구팀의 나탈리 힐(Natalie Hill), 남자 농구팀의 에반 드레이(Evan Dray) 선수들에게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해주었고 타이탄들을 응원합니다.


PAUSD & PTAC 
2018 팰로 앨토 음력 설 축제 (2018년 3월 4일)
포스터 제출 마감일 : 2018년 1월 12일
포스터 공모전: 팰로 앨토 음력 설 축제의 주최자들은 PAUSD 학생들의 축제 팸플릿 표지를 위한 포스터 공모
전에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반드시 8.5”x11” 에서 12”x18” 사이의 선이 없는 종이에 크레
용, 마커, 물감 등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018 Palo Alto Chinese New Year Fair” 라는 문구
와 “Year of Dog”, 즉 “개의 해"라는 주제를 나타내며, 포스터의 뒷면에 이름, 학년, 학교와 연락 가능한 이메
일 주소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2018년 1월 12일까지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안내 데스
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cheri161@yahoo.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접수작들은 주최
측에 따라 축제에서 전시될 수 있으며, 팰로 앨토 커뮤니티의 비영리단체인 팰로 앨토 중국인 학부모회 (Palo 
Alto Chinese Parent Club) 와 학부모회 (PTA council)의 공동후원 아래 주최됩니다.


**새 소식** PAUSD 교육감 설문조사 
PAUSD는 새 교육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PUASD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새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새 교육감에게 우리가 바라는 특성들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1월 16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주관하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려
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타임라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소식** 특수교육 워크숍: IEP의 기초 
여러분의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자녀의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옹호해야 할지 알고 싶으십니까? OCRA(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와 함께하는 변
호사 카리스 대그스(Karis Daggs)가 강연합니다. 본 행사는 오프닝 도어스 PTA(Opening Doors PTA), 특
수교육 팰로 앨토 CAC, 그리고 건 학부모회가 주관합니다. 광둥어와 중국어 번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bit.ly/2D2ame8 이 링크에서 등록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카풀을 원하신다면 
paloaltocac@gmail.com로 연락해 주세요.


Translation by

Haesung Hwang

Translation by

Jeey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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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식**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일시: 수요일, 2/7, 오후 6시30분 ~ 8시30분 
장소: SDC 교실, 교육청 사무실, 25 처칠 애버뉴 
설탕에 대한 저녁 시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위해 때문에 설탕이 첫번째 건강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가정
에서 설탕 소비를 줄이며 자녀에게 균형 잡힌 훌륭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용한 팁을 제공해 드립니다. 패트리
샤 칼데라 박사(Patricia Caldera, Ph.D)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 섭취를 중지하며, 건강을 향상시키는 가
공 식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혈당 지원 파운데이션과 러스틱 박사 교육 프로그램
(Hypoglycemia Support Foundation and Dr Lustig education program)을 대표하여 설명드릴 예정입
니다. 아이들을 데려 오시길 추천합니다.


 

커뮤니티(Community) 
화요일의 청소년 메이커(Teen Maker Tuesday) 
일시: 1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장소: 미첼 파크 도서관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메이커(Maker)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신청은 3주 전부터 시작되며 필수입니다. 6-12학년
만 참여 가능한 행사입니다.


실리콘 밸리 소년합창단 오디션(Silicon Valley Boychoir Auditions) 
일시: 1월 18일 목요일, 1월 19일 금요일, by appointment 
장소: 600 Homer Ave, Palo Alto

1월달 학기의 오디션은 다운타운 팰로 앨토에 위치하여있는 합창부의 리허설 장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2-5
학년의 남학생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합창 경험이 있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합창부에 지
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SVB에서는 바쁜 가정을 위한 유연한 일정 관리 및 노래, 음악 이론, 그리고 악보 읽
는 법에 관한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SVB에서는 겨울과 봄에 진행되는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
학교의 심포닉 코러스 & 오케스트라(Symphonic Chorus and Orchestra), 웨스트 베이 오페라(West Bay 
Opera), 마운트 뷰의 스콜라 칸토럼(Schola Cantorum of Mountain View), 그리고 여러 운동 경기에서의 
국가 제창 등의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info@svboychoir.org 

홈페이지: http://svboychoir.org.


연간 로타리 고등학생 웅변 대회
1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팰로 앨토 시의회실(Palo Alto City Council Chambers)
여러 차례의 경쟁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우승한 학생에겐 $155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각 연설은 4분에서 5분 
사이 분량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올해의 로타리(Rotary) 주제 (변화를 만드는 로타리 - “Rotary Making 
a Difference) 및 로타리의 주문(Is it the TRUTH?, Is it FAIR to all concerned?,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을 포함해야 합
니다. 문의와 등록은 Annette_G@att.net으로 연락하시거나 http://www.rotarypaloalto.org/
YouthSpeechContest.cfm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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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능 기술에 관한 스탠포드 대학의 뇌연구
진행중
새로운 뉴로피드백 훈련(Neurofeedback Training)에 의한 뇌기능 변화 실험에 참가할 ADHD 처방을 받았
거나 받지 않은 7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집합니다. 피실험자들은 6회의 걸친 뉴로피드백 훈련과 2회
의 행동 수행 평가를 받게 됩니다. 린지 크로믹(Lindsay Chromik)에게 이메일 lchromik@stanford.edu 혹
은 전화로 (650) 724-2939 연락하여 참가하시거나 기타 사항을 문의하세요.  참가자 권리에 관한 정보는 1 
(866) 680-2906으로 연락하여 알아보세요.


지난호에서: 

청소년 영화 상영회 
일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 6시 
장소: 린코나다 도서관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엠바카데로 방(Embarcadero room) 에서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고를 
것이며, 가벼운 간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개의 스크린을 사용한 영화 상영으로서 모든 좌석에서 편안 
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이벤트에는 6-12학년만 출입이 가능합니
다.


고등학생을 위한 미술 수업 
장소: 팰로 앨토 미술 센터 (Palo Alto Art Center, 1313 Newell Rd, Palo Alto) 
팰로 앨토 미술 센터의 청소년 미술 수업을 신청하셔서 학생들에게 잠재된 창의력을 꺼내십시오. 14세 - 18세 
를 위한 수업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보석 세공, 도예, 그림(데생), 사진술, 혼합 미디어 페인팅(Mixed Media 
Patinting), 그리고 수채화에 관련된 수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 
apm.activecommunities.com/paloalto/Home). 질문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주시거나 레베카 
파사레로 (Rebecca Passarello) 에게 연락을 취하여주십시오.

(rebecca.passarello@cityofpaloalto.org 또는 (650) 6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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