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일정 
2월 2일, 금요일 
교장과의 커피 만남, 오전 8시 30분, 스태프 라운지


2월 5일, 월요일 
시의회 만남, 오후 4시, 스태프 라운지


2월 6일-8일, 화요일-목요일 
합창단/스태프 뮤지컬, 오후 8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공연문화시설(PAC)


2월 7일, 수요일 
대체 스케줄, AMC 수학 테스트 (참고 일정 링크: Calendar)


2월 8일, 목요일 
학부모회 회의, 오전 8시 45분, 스태프 라운지


2월 9일, 금요일 
스태프 감사 점심, 오전 11시 45분, 스태프 라운지

재즈 아티스트 게스트 콘서트, 오후 7시 30분, 팰로 앨토 고등학교 PAC 
 

2월 12일-15일, 월요일-목요일 
대체 일정, (참고 일정 링크: Calendar)


2월 16일, 금요일 
휴교, 스태프 개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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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Gunn) 
ARK(무작위 친절 클럽) 모금행사: 호비와의 외식
2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9시 
Hobee’s(호비스 레스토랑),  4224 W. El Camino Way, Palo Alto 
아침, 점심, 혹은 저녁을 호비스 레스토랑에서 먹도록 당신의 캘린더에 일정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
일에 호비스 레스토랑에 오셔서 클럽 모금활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4224 W. El Camino Way, Palo Alto 
건고등학교 근처). 레스토랑에서 지불하신 금액중 20퍼센트는 클럽모금으로 기부되니 저희는 계속 학생들의 
성실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프린트하셔서 주문하실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또는 웨이터에게 클럽을 도우러 왔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 친절 클럽에서 감사의 표시를 드립
니다!

4명의 AMC(미국 수학 대회)테스트를 감독하실 시험관을 구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10시, 
건 고등학교(각각의 선생님들은 한명의 시험감독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24명 중 한명의 시험감독관으로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까지 봉사를 도와주실수 있으시면, 
당신의 학생 이름과 학년을 적고 이곳(nhesterman@pausd.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시험감독관분들
은 시험지를 나눠주고, 학생들 감독과 숫자 세는것등을 도와주실겁니다. 전에 활동하셨던 감독관들도 이 봉사
활동을 즐겁게 참여해주셨습니다. 노트: 캘린더(Calendar)의 대체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시험
을 치는 학생들은(대략 400명의 학생) 오전 8시 25분에 학교 시작을 할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B교시를 오
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건 합창단/스태프 뮤지컬 박람회: “용감함과 영혼: 몰타운 노래의 시작”(Braveheart 
and Soul: The Birth of Moortown Music”
2월 7, 8일 수, 목요일 오후 8시
팰로 앨토 고등학교 PAC, 50 Embarcadero Rd, Palo Alto
영국의 왕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야생의 생강머리들을 데려오려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인들은, 무적의 용감
한 윌리엄 월랜스를 앞세우며, 영국의 왕과의 잊을 수 없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 뮤지컬은 왕 에드워드의 군
대와 설리반의 군대 그리고 용감한 윌리엄의 숨겨진 무기: 몰타운 노래로 시작합니다. 건고등학교의 수상경력
이 있는 뮤지컬 그리고 여러명의 스태프들이 좋아한 뮤지컬입니다! 터먼 중학교의 합창단도 2월 7일(수요일)에 
참여할 것이고, 2월 8일(목요일)에는 JLS 중학교 합창단이 참여할 것입니다. 티켓가격: 성인: 20달러, 학생: 10
달러. 티켓은 이 링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gunnchoir.org/performances/tickets/).




2018년도 건 고등학교 설날 기념 런치 
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45분 - 오후 2시 45분 
스태프 라운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날 기념(개의 해) 점심식사를 준비합니다. PTSA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음식 제공과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이 행사 관련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분은 다음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Tina Li (tinali1@gmail.com), Linda Duan (duanly2000@gmail.com), Lisa Feng (lfxie@yahoo.com), 
Vanessa You (vanessa.you@gmail.com).

행사 관현 소식은 관련 링크 (http://signup.com/go/anGYUH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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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을 위한 외국어 배치고사 
2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 4시

G-5 교실(Language Lab)

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새롭게 교육구에 온 
원어민과 그 가족들을 위한 외국어 배치고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등록하셔야 하며 문의 사항은 Liz 
Matchett, lmatchett@pausd.org 에 연락하세요.


CIEE 글로벌 네비게이터 장학 프로그램 
마감: 2월 15일 목요일

CIEE 글로벌 네비게이터 장학 프로그램의 마감일이 2월 15일로 다가옵니다. 여름에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건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학생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제공
됩니다. 많은 국가, 언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국어를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
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외국어 교육 감독관인 Liz Matchett (lmatchett@pausd.org)에게 문의하세
요.


후아나 달리기 대회 
2월 24일 토요일

후아나 달리기 대회에서 올림픽 3회 참가자이며 계주 세계 기록 보유자인 Shannon Rowbury 와 함께 달려
보세요! 8000미터, 5000미터, 1 마일 그리고 어린이 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 체육 진흥회, 
Juana Briones 학부모회, West Valley Track Club 에서 지원하며,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www.juanarun.org 을 참조하세요.


봉사활동의 날을 위한 20명의 학부모 인솔자(Parent Chaperones)를 모집합니다
3월 1일 목요일 오전 8:15 - 오후 2:15
청소년 사회 봉사활동 단체(Youth Community Service, YCS)는 매년 봉사활동의 날(Community 
Service Day)을 후원해오고있습니다. 3월 1일 목요일, 학교 밖의 봉사활동 장소까지 학생들이 이끄는 팀과 
봉사활동의 날을 지지하며 함께하실 성인 인솔자들을 모집합니다. 봉사활동 장소까지는 버스를 통해 이동할 예
정입니다. (각 인솔자분들은 인솔 자원 묶음(chaperone resource packet) 을 수령하실 것입니다.) 지난 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Baylands, Animal Assisted 
Happiness and the Magical Bridge foundation를 포함한 10곳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곧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혹 이 활동에 인솔자로서 참여 가능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nhesterman@pausd.org와 ashley@youthcommunityservice.org, 양쪽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이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호에서: 

교장 선생님과 커피모임 
2018년 2월 2일(금), 오전 8시 30분 
교내 스태프 라운지 
PTSA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피를 드시면서 교장 선생님에게 학교 소식을 들으세요. 오시면 우선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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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팔리 41회 연례 재즈 아티스트 콘서트 (드미트리 메테니(Demetri Matheny) 초청)  
2월 9일 화요일 7시 30분 
팰로 앨토 고등학교 PAC (50 Embarcadero Rd, Palo Alto) 
팔리 재즈 앙상블과 건 빅밴드 재즈 앙상블에 가입하세요. 팔리 재즈 앙상블과 건 빅밴드 재즈 앙상블은 올해 41
번째 연례 재즈 아티스트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초청 아티스트는 드메트리 메테니입니다. 메테
니는 따뜻한 톤, 서정성, 능란한 테크닉을 자랑합니다. 그는 국제 음악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Music) 
에 의하면 그의 세대 아티스트 중 ‘가장 감정 표현에 능숙한 즉석 연주자’로도 불립니다. 그는 재즈 청중 앞에서 
1990년도에 예술 농부(Art Farmer)의 후배로 데뷔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재능있는 호른 연주자 중 한 
명’(샌 프란시스코 크로니클, San Francisco Chronicle)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원자를 위한 패스를 이번 콘서
트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입장권은 공연장 입구에서 학생에게 $5 성인에게 $10에 판매합니다. 수입금
은 아티스트 초청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건 밴드 오케스트라 부스터(Gunn band Orchestra Boosters, 혹은 BOB) 자원봉사 
자 구함 
건 밴드 오케스트라 부스터는 작년 회계 정보들을 살펴볼 회계 감사관을 찾고 있습니다. 일은 학교 시간 이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tsummers@pausd.org또는 slewis@pausd.org으로 연락해주십시오


 

Gunn Athletics 

 
금주의 운동선수
건 체육 진흥회는 여자 농구팀의 Jessalyn Grant-Bier학생을 금주의 운동선수로 조명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
하고자합니다. 잘 해주었고 타이탄들을 응원합니다!

어린 바시티팀은 꺾이지 않습니다!
건 여자 바시티 축구팀이 1월 29일, 월요일에 있었던 몬타 비스타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경기에서 우승하였습
니다. 어린 건 팀은 아홉명의 9학년 선수들을 포함하였고, 종합 점수 5-2-0으로 2등에 올랐습니다. 타이탄들 
축하합니다!

건 체육 진흥회가 인원을 모집합니다!
건 체육 진흥회는 2018년-2019년동안 활동할 최소 세 자리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려합니다! 회장, 회계 담당
자, 그리고 홍보 담당의 공백을 채워줄 인원을 찾고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다면 pep@pamperez.com로 이
메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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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D & PTAC 
(신규) PAUSD 관리자의 주간 메시지 (1월 26일 금요일 자) 
이곳에는 케렌 헨트릭(Karen Hendracks)의 주간 메시지로 가는 링크가 올라옵니다. 인피니트 캠퍼스
(Infinite Campus) 이메일로 받지 못한 분들은 밑에 링크로 가주세요.

"In the interest of full disclosure, I should preface this by admitting that I"... 계속해서 읽기 


스마트 토크(The Smart Talk): 인터넷 안전 교육 
2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을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건더슨 고등학교(Gunderson High School, 622 Gaundabert Lane, San Jose) 
아이들(초, 중, 고)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일들을 현실에서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 행사
에 오시면 스마트 토크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인터넷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 안전에 대해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 행사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의 스폰서
로는 전국 학부모회(National PTA), 주 학부모회(State PTA), 6구역 학부모회(Sixth District PTA) 등이 있
습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 오실 분들은 wendyghose@yahoo.com로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선택사항).


설탕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월 7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장소: SDC Room, District Office, 25 Churchill Ave, Palo Alto 
설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 행사에 오세요. 설탕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에 들어가게 됐는지, 왜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인지 이 행사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단에서 설탕과의 전쟁을 부모가 어떻
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영양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도 알려드립니다. 파트리시아 칼데라(Patricia Caldera) 박사가 저혈당증 지원 재단(Hypoglycemia 
Support Foundation)과,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음식 관련 질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노력하는 닥터 러스티그 교육 프로그램(Dr Lustig education program)을 대표하여 강연할 예정입니
다.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8 연례 스위트하트 시상식(2018 Annual Sweetheart Awards) 후보 추천 
2월 15일 목요일에 추천 마감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도는 504 대상 학생)에게 호의를 베푼 버스 운전사, 친구, 선
생님, 관리자, 이웃, 도우미, 건널목 안전 당번, 감독, 학생, 치료사, 의사, 자원봉사자, 친척이 있나요. 그 사람
을 CAC 스위트하트상 후보로 추천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세요. 2월 15일 화요일 전까지 http://tinyurl.com/
cac2018sweethearts이 링크를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2월 28일 수요일 오후 6-8시에 닉슨 
초등학교(Nixon Elementary School)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sweethearts.award@gmail.com로 연락해서, 또는 www.cacpaloalto.org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주세요. 
본 행사는 팰로앨토 커뮤니티 특수교육 자문위원회(Palo Alto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for 
Special Education)와 팰로앨토 학부모회(Palo Alto Council of PTAs)가 공동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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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공로상 후보자 추천
후보 추천 마감일 : 3월 1일
2018년 명예 공로상(Honorary Service Awards) 후보 추천
팰로 앨토 학부모 이사회(Palo Alto Council of PTAs)는 매년 아동과 청소년에게 봉사를 한 개인 혹은 단체
에게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회 명예 공로 상(California State PTA Honorary Service Awards)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기적이며 가시적인 공로의 여부입니다. 학부모회 명예상 선정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
년에게 헌신한 개인 혹은 단체를 지역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신 
학부모회 자원 봉사자도 학교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학부모회는 단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
다. 수상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아신다면 다음의 양식을 작성해주세요:Nominations for 
HSA2018. 2018년 4월 26일 목요일에 개최될 명예 공로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수상자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Community) 
도서와의 맞선
2월, 미첼 파크 도서관,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도서와 맞선을 가지세요! 혹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또 다른 선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떠나
보낸 그이의 생각은 버리세요! 본 행사에 참여하셔서 상품을 얻을 기회를 얻으세요. 

팰로 앨토 주니어 박물관 및 동물원: 과학의 밤
2월 7일 수요일, 오후 5:30-7:30 
팰로 앨토 주니어 박물관 및 동물원 (Palo Alto Junior Museum and Zoo) 
팰로 앨토 주니어 박물관 및 동물원에 방문하셔서 매주 저희가 PAUSD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미있
고 기본적인 과학 수업을 체험하세요. 수상 전력이 있는 저희 교육 부서의 교사진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동물
원 방문, 지질학  표본 감별, 및 신장비 시범 사용 등의 여러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전 연령을 
위한 과학에 끝없는 관심을 주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최됩니다.www.cityofpaloalto.org/jmz


청소년과 대화: 마이클 피츠제랄드(Michael Fitzgerald)와 함께하는 DBT 
2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산타 리타 초등학교(Santa Rita Elementary School, 700 Los Altos Ave, Los Altos)

엘 카미토 병원(El Camino Hospital)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무인 마이클 피츠제랄드가 DBT(변증법적 행동 
요법: dialectical behavior therapy)가 주는 이득에 대해 이야기할것입니다. DBT가 어째서 이렇게 효과적
인지, 그리고 DBT의 개념의 사용하여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부모님들은 가끔 자녀
들이 그들의 언어적인 신호와 비언어적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청소년들은 가족들 사이
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받아들여지고싶어합니다… 부모님들은 부정적인 자신의 이미
지를 강화하는 단계를 피할 방법을 배우시고… 부모님과 청소년 모두 더욱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DBT는 정서 조절을 위한 인지행위기법(cognitive behavior techniques)과 유심한 자각
(mindful awareness), 조난 관용(distress tolerance), 그리고 받아들여짐(acceptance)의 개념을 합친 것
입니다. A SELPA 1 CAC 학부모 교육 이벤트. http://www.selpa1c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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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을 위한 인공지능 
2월 11, 18,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Palo Alto)

본 워크샵은 중,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시스템을 교육합니
다. 참가자는 Python에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지참해주십시오. 8-12학년만 참가가 가능합니
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이야기합시다 
2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로스 알토스 도서관(Los Altos Library, 13 S. San Antonio Road, Los Altos)

IEP, 504, 학습능력 차이, 정신건강 문제 등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공
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비밀유지를 신뢰해야합니다. SELPA 1 CAC에서 
기획된 이벤트입니다. http://www.selpa1cac.org 


발렌타인 파티 
2월 13일 화용일, 오후 4시 - 6시 
미첼 파크 도서관(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d) 
발렌타인을 싫어하거나 좋아한다면 공예품을 만드십시오. LED카드, 버튼 만들기, 연필과 접착테이프로 만드
는 장미, 초콜릿과 대회를 즐기기 위해 본 이벤트에 참가하십시오. 귀하가 이 기념일을 어떻게 생각하던 즐거운 
이벤트가 많이 진행될것입니다. 5-12학년만 참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십시오.


부모님의 담소 
2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로스 알토스 도서관(Los Altos Library, 13 S. San Antonio Road, Los Altos)

귀하의 자녀의 정신건강이 걱정되십니까? 부모님과 청소년을 위한 피어투피어식 서포트인 부모님의 담소에 참
가하십시오. SELPA 1 CAC의 정신건강 소위원회에서 호스트하는 이벤트입니다. http://
www.selpa1cac.org 


전기 자전거 제작 대회 
신청: 2월 16일

자전거와 전기를 좋아하십니까? 실리콘 밸리 청정 에너지(Silicon Valley Clean Energy)가 장학금을 건 전기 
자전거 제작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16일까지 팀을 결성하고 신청해주십시오. https://
www.svcleanenergy.org/news_items/view/1080.


지난호에서: 

팰로 앨토 실내악단(PACO) 겨울 콘서트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PACO의 어린 음악가들의 겨울 콘서트를 즐기십시오. 모차르트, 하이든, 그리도

베토벤 등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들 뿐만 아니라, 보케리니, 플라이엘, 그리고 드보르작 등등 다양한 장르의 음 
악 또한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PACO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는 웹사이트(www.pacomusic.org)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info@pacomusic.org)을 작성해주십시오.

1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커벌리 극장(Cubberley Theatre)

	 제임스 자페(James Jaffe) 지휘: 예비 오케스트라(Preparatory Orchestra) 2월 4일 일요일, 오후 
12시, 커벌리 극장(Cubberley Theatre)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Lxe4It1FxAR53d5lvunkgX0SxDZFyI_NO1R7xK-LBLon6eyI9tEqdd5uJ8e3dE_kNIo0ZUw9dvQGkjfYzAqAZdnMAFGNmhwaz1aW8QH7aakDVXZ6IJ8UkexKWGmERb1yegp7DxmcDLTaoL7DLRtkZ3EfLBlDHDQbbWgeIUWvqAlQO4x_ECZyaw=&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DwARf8eJfEqV9M_teO4m9SuUD4JNyEfbbn1LV3qCikOKgKK0glluXdzWv8oyHsvhoiGGXzm7TvopmvWckm7EILV7_XZGxqLQVk7wbYySKWzHpOEVEuW4Ew=&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Lxe4It1FxAR10_rrUxdi3E1T1Lb8ZhWEz1OrK7VCvejiFwghicRcfttWHFQ0k-8sPDRtfcC8ICW10zv5xZ83JVzDYkukXI1r4eGQ6zSsgqthD29RZ1R-sEGFXVKtDVX0NZdSPjhkdWdHMChe6ZsQjZXMGzoZVt4vc3fs3F2mcdE1OjVI_sVBFA=&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DwARf8eJfEqV9M_teO4m9SuUD4JNyEfbbn1LV3qCikOKgKK0glluXdzWv8oyHsvhoiGGXzm7TvopmvWckm7EILV7_XZGxqLQVk7wbYySKWzHpOEVEuW4Ew=&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DwARf8eJfEqV9M_teO4m9SuUD4JNyEfbbn1LV3qCikOKgKK0glluXdzWv8oyHsvhoiGGXzm7TvopmvWckm7EILV7_XZGxqLQVk7wbYySKWzHpOEVEuW4Ew=&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Lxe4It1FxARXcdpYg66WM-3PEjon2ukiT7cMGwVFID-557-_k0xy4KwYJ2NktVfx9SyE92bRJXebqa5OC8aqEbsn12IFiUWJO2UccRAkeoT02QgJBGfFgKVLa92Wn1B6IKKu1LN2o6uuHAyRk-nubT8xqojteuI2A==&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r20.rs6.net/tn.jsp?f=001RCjAwZ8Emr_xnJK82xABqF2wcgtuctFZDAgDXo0AeL1egghOEeUphLxe4It1FxARXcdpYg66WM-3PEjon2ukiT7cMGwVFID-557-_k0xy4KwYJ2NktVfx9SyE92bRJXebqa5OC8aqEbsn12IFiUWJO2UccRAkeoT02QgJBGfFgKVLa92Wn1B6IKKu1LN2o6uuHAyRk-nubT8xqojteuI2A==&c=G9ee6yUcAu_5sOHqEnjH5bW64UbwsC0HfHlWa0DKeuQI_83i1Aaayg==&ch=aXOTPfW82Xscv3KKuY3uz_sTBFukpQUKjK8pFOCRpMm837SkNKobTw==
http://www.pacomusic.org


	 나타샤 마카자니(Natasha Makhijani) 지휘: 슈퍼스트링 오케스트라(Superstrings Orchestra) 2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커벌리 극장(Cubberley Theatre)

	 조리 판쿠첸(Jory Fankuchen) 지휘: 신포니아 오케스트라(Sinfonia Orchestra) 3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커벌리 극장(Cubberley Theatre)

	 미첼 타데이(Michel Taddei) 지휘: 데뷔 오케스트라(Debut Orchestra)


난장판을 치우고 깔끔해지십시오 
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패런트 플레이스 팰로 앨토(Parents Place Palo Alto, 200 Channing Ave, Palo Alto) 
집안의 혼돈과 난장판이 지긋지긋하십니까? 체계적인 정리정돈법이 있다면 당신의 집과 가족의 생활은 더욱 
심플하고 차분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More Time for You)”의 전문 정리정돈가 
(organizer) 로리 크로릭(Lori Krolik)이 6가지 정리정돈법과 체계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 
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링크.

입장료: 45달러


스탠포드 음식과 기분 연구(Food and Mood Study) 참가자 모집중 
참가자는 9-17세 사이, 우울함 또는 과민반응을 경험 중, 신체 용적 지수 85% 이상, 그리고 몸속에 금속(교정 
기 포험)이 없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325달러를 받습니다. 참가자는 2년에 걸쳐 임상 실 
험 및 인지능력 평가, MRI 뇌 스캔, 그리고 혈액 검사를 3회 반복할 것입니다.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 
으시거나 귀하의 자녀의 참가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리지(Lizzy)에게 전화를((650) 721-4049) 하시 
거나 웹사이트(thepearlab@stanford.edu)를 방문하십시오. http://med.stanford.edu/pedmood.html 
을 방문하여 스탠포드 소아 감정 및 회복력 실험실(PEARL)에 대해 알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참여권에 대한 일 
반적인 정보는 1-866-680-2906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고등학생들을 위한 멕시코 와하카(Oaxaca, Mexico) 스페인어 집중 연수 기회(Spanish 
Language Immersion Opportunity, 2018년 여름) 
지원서 접수를 이제 곧 마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데 알아보세요. 이것을 하는 데에는 다른 나라 가정에서 직접 생활 
해보고 당신의 형제 또는 자매와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팰로앨토 시의 자매결연 기 
관인 해외 이웃들(Neighbors Abroad) 외국교환 학생 교육업을 1965년부터 후원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지원자는 15세 이상의 레벨과 관계없이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시려면 
marionb@sonic.net으로 마리온(Marion)에게 연락해 주세요. 해외 이웃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www.neighborsabroad.org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Translation by

Jeeyoo Kim

https://www.eventbrite.com/e/clear-the-clutter-and-get-organized-all-ages-registration-39673614850
http://www.apple.com
http://med.stanford.edu/pedmood.html
mailto:marionb@sonic.net
http://www.neighborsabroa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