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

Translation by
Frances Kim

10월 16-21일 월-토요일

홈커밍 주간 (더 많은 정보는 https://sites.google.com/site/gunnstudentactivities/homecomingwee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 미식축구 경기, 건 대 몬타 비스타 (Gunn v. Monta Vista), 오후 4시 30분 2군 (JV), 오후 7시 대표팀
(Varsity), 아틀레틱 운동장 (Athletic Field)
• 토: 홈커밍 행사, 오후 7시 30분, 보우 체육관 (Bow Gym)

10월 20일 금요일

12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시 15분, 직원 휴게실 (Staﬀ Lounge)

10월 24일 화요일

“미국 대학에 처음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 (중국어 번역 있습니다), 오후 7시, 컬리지 커리어 센터
(College & Career Center)
실내악단 (Orchestra Chamber) 연주회, 오후 7시, 템플 베스 앰 (Temple Beth Am)

10월 25일 수요일

밴드, 오케스트라 부스터 (Boosters) 모임, 오후 7시 15분, 교실 V-20

10월 26일 목요일

“미국 대학에 처음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 (스페인어 번역 있습니다), 오후 7시, 컬리지 커리어 센터
(College & Career Center)

10월 27일 금요일

11학년 학부모 모임, 오전 8:30, 스태프 라운지 (Staﬀ Lounge)
• 오후 4시 30분, 2군 (JV)
• 오후 6시 45분, 12학년 미식축구, 치어리딩 축하행사
• 오후 7시, 대표팀 (Varsity)
가을 재즈 연주회, 오후 7시 30분, 헤이마켓 공연장 (Haymarket Theatre), 팔로알토 고등학교 (Palo Alto
High School)

10월 27-28일 금-토요일

컴퓨터 연합 동아리 (United Computations Club): 건 해킹 이벤트, N 빌딩

11월 1일 수요일

CIEE 학부모 모임, 오후 6시 30분, 교실 H-5

11월 2-4일 목-토요일

가을 공연, 오후 7시 30분, 소공연장 (Little Theatre)

11월 3일 금요일

교장선생님과 커피 모임, 오전 8시 30분, 직원 휴게실 (Staﬀ Lounge)

11월 5일 일요일

합창단 가을 콘서트, 오후 7시, 장소는 추후 공지해드립니다.

건 (Gunn)

Translation by
Jeeyoo Kim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대상 학생의 가족을 위한 미팅
일시: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장소: 직원 휴게실 (Staﬀ Lounge)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이
용가능한 지원과 조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건은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지, 개별화 전환 계
획(transition plan)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아이들의 자기옹호와 자립생활기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대상 학생을 둔 학부모시라면, 건(Gunn)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꼭 저희 미팅에 참석해주세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특수교육 교수관리
자(Instructional Supervisor for Special Education) 테리 리(Teri Lee)와 특수교육 교감(Asst. Principal
for Special Education) 타라 키스(Tara Keith)가 학부모님들께 설명하고 질문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학부모들 또는 PTSA의 특수교육 대표(Special Education/Inclusion Representatives) 킴벌리 잉 리
(Kimberly Eng Lee), 그레이스 다우너(Grace Downer)와 대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또는 표준 중국어(Mandarin)로의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kimberlyenglee@gmail.com로 문의해 주
세요.

파이(PiE, 혹은 Parents in Education) 특별모금기간-챌린지 그랜트(Challenge
Grant, 목표가 정해져 있는 모금 운동)

기간: 10월 23일까지
파이 지원자분들이 파이를 위한 새로운 챌린지 그랜트를 기획했습니다. 10월 23일까지 http://papie.org/
donate/에서 기부를 하시거나 기부를 약속해주세요. 어떠한 종류의 기부도 도움이 됩니다. 10월 23일까지 이
루어지는 기부는 올해 마지막 챌린지 그랜트(목표 금액: $235,000)의 목표 금액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파이를 도와주세요. 이미 기부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CIEE(Council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의 고등학생 대상 여름방
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
일시와 장소:
지원서 워크숍: 10월 24일 화요일 플렉스(Flex) 시간과 점심시간
학부모 설명회: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H-5 교실(Room)
CIEE 장학금(Global Navigator Scholarships)을 위한 1차 지원서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학생들을 돕
기 위해 10월 24일 화요일에 지원서 워크숍이 플렉스와 점심시간 동안 세계언어 회의실(World Language
conference Room)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본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지원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측면
에 관련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어학연수 프로그램
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미팅도 11월 1일 수요일에 H-5 교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더 알
아보시고 싶으시다면 lmatchett@pausd.org로 리즈 메체트(Lix Matchett)한테 연락하시거나 CIEE Global
Navigator Website를 방문해주세요.

건 오케스트라 11 & 12학년 작은 앙상블 공연

Translation by
Jaegyung Lee

일시: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8시
장소 (주소): Congregation Beth Am, 26790 Arastradero Rd, Los Altos Hills, CA 94022
본 공연은 F, G교시 오케스트라를 수강중인 11, 12학년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 하는 연주로서, 바로크 음악부
터 20세기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후에는 환영회(reception)가(이) 있을 예정입니
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11학년 학부모 모임 회의
일시: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장소: 교내 직원 휴게실 (Staﬀ Lounge)
다음 11학년 학부모 모임 회의에는 컬리지 & 커리어 센터 (College & Career Center) 의 린다 커쉬 (Linda
Kirsh) 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린다 커쉬는 “대학 선별 작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대
학 선별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등등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가을 재즈 공연

일시: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팔리 헤이마켓 극장 (주소: 50 Embarcadero Rd)
건 재즈 밴드 2 와 빅 밴드 재즈 앙상블 (Jazz Band II and Big Band Jazz Ensemble)이 연주하는 듀크 앨
링턴, 카운트 바시에, 타드 존스 (Duke Ellington, Count Basie, Thad Jones)등등 작곡의 음악을 감상하러
와주십시오. 부스터 (Booster) 회원은 무료 입장이며 (4인가족기준), 비회원일 경우에는 입장료 5달러가 부과
됩니다.

지난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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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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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회의에는 교장선생님인 케이티 로랜스 (Kathie Laurence) 가 참석할것입 니다. 회의는 오전 8시 30분에
직원 휴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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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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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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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것
입니다. 봉사 프로젝트로는 양로원 봉사, 나무 심기, 레븐스우드(Lavenswood) 학교 봉사 등등이 준비되어 있
습니다. 건 학생들의 학부모님 및 가족들도 초청합니다. 봉사 프로젝트를 사전으로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건 아틀레틱스 (Gunn Athletics)

Translation by
Seoyoung Choi

12학년 풋볼(Football) 및 치어 리더 소개
일시: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45분

장소: 아틀레틱 운동장(Athletic Field)
12학년 풋볼(Football) 선수들과 치어리더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후 6시 45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학부모님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까지 도착하셔야합니다.

금주의 운동선수

건 스포츠 부스터 (Gunn Sports Boosters)는 수구팀의 조 뱅크스 (Zoe Banks)를 금주의 운동선수로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미식축구팀, 특히 디제이 번스, 살로몬 팔레투아, 그리고 허드슨 알렉산더 (DJ Barnes,
Salomone Paletua, Hudson Alexander) 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호에서:
금주의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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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D & PTAC

Translation by
Seoyoung Choi

**신규** Click My Cause 앱의 Palo Alto PTA Council (CA PTA 승인) 법안은 주지
사의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 이민자 학생 보호(AB 699). 학생들이 학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
을 습격, 혹은 조사 할 수있는 곳이 아닙니다
• 학교 구역 내의 총 반입은 금지되어있습니다. (AB 424)
• 저소득층 학생들을위한 학교 무상 급식 (SB 138).

2017년 통합의 날 -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혼자인 자는 없습니다

Translation by
Jaegyung Lee

일시: 10월 25일 수요일
장소: 모든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PAUSD) 학교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는 학교폭력 반대 및 모든 학생들로부터 친절함을 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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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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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정서학습의 소프트 기술인 적극적인 경청법, 무례하지 않게 반대하는 방법, 그리 고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향
상시키는 활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모든 팔로 알토 통합 교육구의 가족 들 및 팔로 알토 커뮤니티의 회원들에
게 초청의 말을 전하며, 중국어 및 스페인어 번역이 준비되어있 음을 알립니다. 본 행사는 팔로 알토 통합 교육
구(PAUSD, 팔로 알토 사친회(Palo Alto Council of PTAs), 그리고 팔로 알토 씨에이씨 (Palo Alto CAC)
에서 공동주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
1FAIpQLSejf1sMQqMFRE_TBZm0RwtYYx_aEujABf3z7_3Ntzl04taQJQ/viewform에서 신청해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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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을 제안할것입니다. 이 행사는 성인과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함을 알립니다. https://
www.eventbrite.com/e/screenagers-growing-up-in-the-digital-age-tickets38662064275?aﬀ=ehomecar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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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흥미로
운 워크샵인 “감적적으로 받아들여 (Take It Personally)” 에 참석해주십시오. 후버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
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걱정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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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설 “디지털 원주민 기르기 (Raising a Digital Native)" 의 제작자인 닥터 데보라 헤이트너 (Dr. Devorah
Heitner) 를 초빙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혹 디지털 장치에 중독되지 않았나, 그때문에 일상생
활에 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않은가 와 같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헤이트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
엇을 하고 있는가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테크놀러지) 의 노역 자, 디지털 원
주민들은 미래에 배우자를 찾거나 온라인상의 평판을 확립, 구직을 위해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줄 조언자가 필
요합니다. 학부모님,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환영합니다. 스페인어 및 중국어 번 역이 준비되어있으며, 입장은
무료임을 알립니다. 입장권은 10월 8일부터 https://heitner2017paly.eventbrite.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
습 니다. 본 행사는 건과 팔리의 사친회(PTA)에서 공동개최한 행사임을 알립니다.

커뮤니티 (Community)

Translation by
Philip Chung

실리콘 밸리 합창단 오디션
11월 3일, 10일, 17일 중 택, 팔로 알토
내학기 활동을 위시한 2학년-5학년의 남아를 대상으로 한 합창단 오디션이 다운타운 팰로앨토(600 Homer
Ave) 부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합창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상급 부문 오디션에 참가를 부탁드
립니다. 본 합창단 개인 맞춤의 발성 교습, 음악 이론, 악보 독해 등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개인은 가족 일정
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 주최의 겨울과 봄 공연 이외에도 스탠포드 대학 관현악단 연주
(Stanford University Symphonic Chorus and Orchestra), 웨스트 베이 오페라(West Bay Opera), 마
운틴 베이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 of Mountain View) 등의 지역 공연에 참여하게 되며 각종 운동
경기에서 국가를 제창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nfo@svboychoir.org로 연락하시거나 http://
svboychoir.org에 접속하셔서 학인하세요.

팔로 알토 수영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봉사)
일시: 11월 4-5일 토일, 오후 4:30-8:30
장소: 린코나다 (Rinconada) 수영장 (주소: 777 Embarcadero Rd)
팔로 알토 스탠포드 수영팀(Palo Alto Stanford Aquatics/PASA)은 다가오는 조이스 랜피어 초청 수영 경기
(Joyce Lanphere Invitational swim meet)에서 자원 봉사할 고등학생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녁, 간
식, 및 음료는 제공되며 수영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mgregorio@gmail.com로 연락바랍
니다.

플레이 팔루자 : 단편 연극 청소년 작문 대회

마감일: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2시
팔로 알토 어린이 극장(Palo Alto Children’s Theatre)이 2017-18 플레이 팔루자 단편 연극 청소년 작문 대
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십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대회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년별로 초등부 (3학년-5학년), 중등부(6학년-8학년), 그리고 고등부(9학년-12
학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승작은 어린이 극장에서 상영되며 팔로 알토 어린이 극장(Palo Alto
Children’s Theatre)에 기부된 상금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감일까지 10분 분량의 완성된 대본을
christopher.luciani@cityofpaloalto.org로 보내주세요.
Translation by
Jaegyung Lee

칸타빌레 합창단 신청 및 오디션 (9학년 이하)

칸타빌레는 실리콘 밸리 (Silicon Valley)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합창단으로서 4~18세의 청소년에게 최상의 음
악 교육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3-9세의 지원자는 (650) 424-1410 으로 연락을 취하여
즉시 오디션 일정을 잡으시는것을, 2세 이하의 지원자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합창수업에 참여하시는것
을 권장합니다. 오디션, 수준별 합창단, 또는 신학기 활동에 관련된 질문은 info@cantabile.org으로 이메일을
작성하여주시거나, (650) 424-1410으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봉사활동 기회: “신규” 할로윈 코스튬 모금
일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3-5시
장소: 미첼파크 커뮤니티 센터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마타데로실 (Matadero Room)
고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Ronald McDonald House) 에서 진행되는 팔로 알토 비영리 조직 주관의 신규 할
로인 코스튬 모금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0-2 사이즈의 유아 및 10대 여자아이의 코스튬이 다량 필요함을 알립
니다. 상품권 등의 기부금 또한 감사히 받고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로 포장된 또는 옷걸이에 걸린
코스튬을 전달해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ttp://www.getinvolvedpa.com에서 확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