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
Jeeyoo Kim
2월 4일 월
사이트 카운슬, 오후 4시, 교직원 휴게실
2월 5-7일 화-목
콰이어, 교직원 합동 뮤지컬, 오후 8시, Spangenberg
2월 7일 목
AMC 수학경시대회 - 대체일정 (달력 참고)
교직원 감사 오찬, 오후 12시 15분
2월 11-13일 월-수
대체 일정 (달력 참고)
2월 14일 목
휴교, 교직원개발일
2월 15, 18일 금, 월
휴교, 대통령의 날
Mon, Feb 4
Site Council, 4 PM, Staff Lounge
Tue-Thu, Feb 5-7
Choir-Staff Musical, 8 PM, Spangenberg
Thu, Feb 7
AMC Math Test -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Staff Appreciation Luncheon, 12:15 PM
Mon-Wed, Feb 11-13
Alternate Schedules (see Calendar)
Thu, Feb 14
NO SCHOOL - Staff Development Day
Fri & Mon, Feb 15 & 18
NO SCHOOL - President's Day Holiday

Gunn
Jeeyoo Kim
정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실행되는 미국의 가치
내년 프로그램 신청은 2월 2일 부터입니다
9학년 학생들은 3년에 걸쳐 이수할 수 있는 새롭고, 다학문적인 본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의의 역사, 미국에서의 자유와 평등,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리더십 기술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기초적인 가치를 믿는 다양한 기술, 관점을 지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을 위한 honors credit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자녀의 카운슬러한테 연락하시거나 이번 Social Justice Pathway의
올해 카탈로그를 찾아봐 주세요. 신청하시려면 SJP로 끝나는 10학년 사회, 영어 수업을
신청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Elective Fair에서 저희를 찾아주시거나 Inavarro@pausd.org로
이메일해 주세요.
Announcing Gunn's New Social Justice Pathway: American Values in Action
Registration for next year begins Feb 2
Ninth graders can register now for a place in this new, multi-disciplinary, 3-year program in which
students will learn the history of justice, freedom and equality in our country, and will acquire the

leadership skills to take action for positive change in their communities. We are looking for students
with diverse skills, viewpoints (not just liberal) and backgrounds who believe in the values our country
was built on. Honors credit available for English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our
student's counselor or check this year's catalog for the Social Justice Pathway. To sign up, students
choose 10th grade Social Studies and English classes with the "SJP" letters after the course names. If
you have questions, find us at the Elective Fair, or reach us at lnavarro@pausd.org.

Shiyoo Kim
사이트 담당 부서 회의
2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Staff Lounge
건 사이트 담당 부서의 회의가 이번 2월 4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적이며, 이
부서와 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지만 부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부모 대표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회의를 위한 계획에는: 12월에 있었던 Data Night의 후속 프로그램, 사이트 이용자들의
프레젠테이션, SELF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프레젠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Staff Lounge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이트 부서 담당 학부모 대표들:
Glynn Edwards glynnedw@gmail.com
Jane Dick jane@dick.org
Liz Milner lizmilner@gmail.com
Mudita Jain mudita@gmail.com
Jade Chao (alternate) wufamily2022@gmail.com
Site Council Meeting
Mon, Feb 4, 4-6 PM, Staff Lounge
The next meeting of the Gunn Site Council is this coming Monday, February 4. All of our meetings
begin with an Open Forum, and anyone wishing to address the Council on a whole-school issue is
encouraged to attend. If you cannot attend, but wish to bring an issue to the Council's attention, you
can email any of the parent reps before Monday. The agenda for this meeting includes: follow-up on
December's Data Night, presentations by Site Council grant recipients, and a presentation by the SELF
TOSAs (Teachers on Special Assignment). The following meeting will be on Monday, March 4, from
4-6 PM in the Staff Lounge.
Site Council parent reps:
Glynn Edwards glynnedw@gmail.com
Jane Dick jane@dick.org
Liz Milner lizmilner@gmail.com
Mudita Jain mudita@gmail.com
Jade Chao (alternate) wufamily2022@gmail.com

Philip Chung
2월 7일, 11일-13일 RT 88 버스 운행 관련 공지
2월 7일 목요일 (AMC 시험 당일)
8시 25분 통학생: 88L (오전 7시38분 학교 도착) 및 88M (오전 7시 43분 학교 도착) 버스 운행 예정
10시 통학생: 88L & 88M 버스는 오전 9시 15분에 Louis/Fielding & Middlefield/Colorado 정거장에서
출발해 9시 40분 쯤 건 고등학교 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반 운행 노선인 S/B 88 버스는
Middlefield/Colorado 정거장에서 9시17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 하교)
88M 버스와 88L 버스는 각각 오후 2시 23분 및 오후 2시 25분에 Vets Hospital 정거장을 출발합니다.
Middlefield/Colorado 정거장행 N/B 88 버스는 오후 2시 27분에 Vets Hospital 정거장을 출발합니다.

2월 12일 화요일 및 2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35분 하교)
88M 버스와 88L 버스는 각각 오후 3시 43분 및 오후 3시 45분에 Vets Hospital 정거장을 출발합니다.
Middlefield/Colorado 정거장행 N/B 88 버스는 오후 3시 47분에 Vets Hospital 정거장을 출발합니다.
RT 88 Bus Schedule Adjustments for Feb 7 and 11-13
Thu, Feb 7 (AMC Test)
8:25 Start: Regular school trippers 88L (7:38 AM) & 88M (7:43 AM) will operate.
10:00 Start: School tripper
s 88L & 88M will depart Louis/Fielding & Middlefield/Colorado at 9:15 AM will arrive Gunn at
approximately 9:40 AM. The regular scheduled S/B 88 trip will depart from Middlefield/Colorado at 9:17
AM.
Mon, Feb 11 (Special Dismissal 2:15 PM)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23 PM (88M) and 2:25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27 PM.
Tue, Feb 12, and Wed, Feb 13 (3:35 PM Dismissal)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43 pM (88M) and 3:45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47 PM.

Romy Chung
3명의 시험감독관이 AMC Exam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Thu, Feb 7, 7:55-10 AM
이번 기회는 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재미있는 일회성의 봉사기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을 감독합니다. 각 시험감독관은 시험지를 배포하고 학생수를 세고 모니터하고 학생들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선생님을 돕게 됩니다. 이전의 시험감독관들은 수학 파트에서 이 활동을 아주
즐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필수적인 시험감독관들 중의 한명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포함시켜 이메일 nhesterman@pausd.org로 Norma Hesterman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Gunn
웹사이트에서 대체 스케줄을 확인해주세요.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늦게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3 Proctors STILL Needed for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 (AMC) Exam
Thu, Feb 7, 7:55-10 AM
This is a fun, one-time volunteer opportunity for moms and dads. Teachers administer these exams.
Each proctor assists a teacher by helping to distribute materials, count and monitor students, answer
students' questions, etc. Past proctors have enjoyed this activity in the Math Dept. very much. If you
can serve as one of these ESSENTIAL proctors, please reply to Norma Hesterman at
nhesterman@pausd.org, including the name and grade of your student(s). Note the special schedule
on the Gunn website. Students who are not testing will have a later start day at 10:00 AM.

Jihyo Park
GunnHacks 5.0 신청 기간
2월 23일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N 빌딩
저희는 2월 23일 토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될 올해로 다섯번째인 학교 해커톤, GunnHacks
5.0 주최를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당신은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실력 수준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하며 음식과
간식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상품은 최고의 프로젝트에 수여될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하시려면 https://gunnhacks.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ghshacks@gmail.com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GunnHacks 5.0 Registration Now Open
Sat, Feb 23, 7 AM-10 PM, N Building
We are excited to host the fifth iteration of our school hackathon, GunnHacks 5.0, which will be held on
Saturday, February 23, 7am to 10pm. You'll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in teams of up to four to
create cool projects and make your ideas a reality. We welcome high school students of all skill levels.
Food and refreshments will be provided. Prizes will be given to the best projects. To apply or learn
more about GunnHacks 5.0, please visit https://gunnhacks.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us at ghshacks@gmail.com.

Frances Kim
봉사의 날에 24분의 학부모 보호자들이 필요합니다
목, 3월 7일, 오전 8:15-오후 2:15
매년 청소년 봉사 단체 (YCS)는 인기 있는 봉사의 날을 후원합니다. 학생들은 이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어린이집, 요양원, 동물 보호소, 공원, 해변 또는 무료 식당 등의 봉사 기관에
버스로 이동합니다. 학생 지도 조를 동반할 수 있는 성인 보호자들이 필요합니다. 봉사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한 본 행사를 돕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 기관 단체들이 확정 후에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nhesterman@pausd.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Parent Chaperones Will be Needed for Community Service Day
Thu, Mar 7, 8:15 AM-2:15 PM
Each year, Youth Community Service (YCS) sponsors the popular Community Service Day. The
students are working very hard to make this day happen. Students travel in buses to various service
sites such as pre-schools, senior centers, animal shelters, parks, a beach or a soup kitchen. Adult
chaperones are essential to accompany the student-led teams. If you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this
highlight of volunteer service and learning for our students and would like to be alerted when sites are
confirmed please contact nhesterman@pausd.org.

PAUSD & PTAC
Jaegyung Lee
**신규** 매주 금요일 위원회 관리자의 주간 업데이트
Don Austin박사의 주간 위원회 업데이트를 읽으십시오, 매주 금요일 https://www.pausd.org/news에
발표됩니다.
**NEW** EACH FRIDAY! Superintendent's Weekly Board Update
Read Dr. Don Austin's Weekly Board Update, published new each Friday https://www.pausd.org/news.
LET'S TALK - Easy Click to Send Your Comments
PAUSD has announced a new online feature to allow parents, teachers, neighbors, and anyone to give
direct feedback to our Superintendent, Don Austin. In case you missed it from the Superintendent
Weekly Friday Communication, here is the link again: https://www.pausd.org/explore-pausd/lets-talk.

Jaegyung Lee
**신규** PTAC 특별 모임
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PAUSD 사무실, 25 Churchill Ave, Palo Alto
스탠포드 GUP와 개발합의에 대한 특별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NEW* * PTAC Calling Special Meeting
Wed, Feb 6, 10 AM, PAUSD Office, 25 Churchill Ave, Palo Alto

A Special General Association meeting is being called to focus on the Stanford GUP and Development
Agreement.

Community
Haesung Hwang
위대한 사람들을 시상식의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세요
후보자 추천 마감일 : 3월 1일
매년 팰로 앨토 학부모 이사회는 매년 우리 지역사회 안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몇 명, 혹은 단체들에게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회 서비스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수상후보자로 지명된 인물, 단체는 앞으로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대한 공헌을 했어야 합니다.
학부모 이사회 HSA 위원회는 팰로 앨토 교육구와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유익한 기여를 한
인물/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별도로 학교단위로 학부모회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로상이
존재합니다.
이 공로상을 받기에 적합한 인물, 단체를 알고있다면 다음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https://goo.gl/forms/Kgm6mkkURvCdIGV13. 수상자는 공로상 시상식 당일인 4월 25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지난 수상기록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minate Great People for Awards
Deadline for nominations: Mar 1
Each year the Palo Alto Council of PTAs may bestow one of several California State PTA Honorary
Service Awards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demonstrated outstanding service to children
and youth in our community. The individuals or organization nominated must make far-reaching,
notable contributions. The PTA Council HSA Committee selects persons or groups who have benefited
children and youth on a district-wide or Palo Alto community level. We also have awards that honor
exceptional PTA volunteers at the unit (school) level.
If you know of someone or an organization that deserves to be honored, please complete this form:
https://goo.gl/forms/Kgm6mkkURvCdIGV13. Recipients will be announced at our Honorary Service
Award Reception on Thursday, April 25, 2019. Visit here past recipients:

https://ptac.paloaltopta.org/honorary-service-awards/.

David Jeong
야외 모험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는 모든 소녀들에게
화요일, 2월 5일, 7:30 PM, Fellowship Hall Covenant Presbyterian 교회, 670 E. Meadow D., Palo Alto
(미첼 공원 옆)
우리의 조직 회의에 와서 스카우트 BSA의 여성 부대 4014의 회원이 되세요. 캠핑 밎 하이킹을 즐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선도력과 스카우트 기술을 배우고, Eagle Scout 상을받을 기회를 얻을수있습니다.
6학년에서 17 세까지의 모든 소녀들은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들은 질문을하면서 모험
계획을 할 준비가되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Girl Scouts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Boy Scouts에있는
부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coutmaster@troop4014pa.org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www.troop4014pa.org에 방문을 할수 있습니다.
Calling All Girls Who Like Outdoor Adventures and Learning New Skills
Tue, Feb 5, 7:30 PM, Fellowship Hall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670 E. Meadow D., Palo Alto
(next to Mitchell Park)
Come to our organizational meeting and become a charter member of Troop 4014, a female troop in
Scouts BSA. You'll go camping and hiking, make new friends, learn leadership and Scout skills, and
have an opportunity to earn the Eagle Scout award. All young women in 6th grade through age 17 are
welcome to join. Youth and parents should be ready to ask questions and start planning adventures.
This is not a Girl Scout troop; this is a troop in the Boy Scouts of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send
email to scoutmaster@troop4014pa.org or visit us at http://www.troop4014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