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Calendar)
Frances Kim

5월 26일 일요일
졸업 축하 예배, 오후 2시, Spangenberg 극장
5월 27일 월요일
휴교 - 현충일(메모리얼 데이)
5월 28-31일 화-금요일
기말 고사 대체 시간표(달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수요일
졸업식 예행 연습 및 12학년 소풍, 오전 8시
5월 30일 목요일
졸업식, 오후 5시
졸업 기념 야간 파티, 오후 8시
5월 31일 금요일
종업식 - 오후 12시 10분 하교
Sun, May 26
Baccalureate, 2 PM, Spangenberg
Mon, May 27
NO SCHOOL - Memorial Day
Tue-Fri, May 28-31
Finals Alternate Schedule (see Calendar)
Wed, May 29
Graduation Rehearsal & Senior Picnic, 8 AM
Thu, May 30
Graduation, 5 PM
Grad Night Party, 8 PM
Fri, Jun 1
LAST DAY OF SCHOOL - 12:10 PM Dismissal

건(Gunn)
Frances Kim

지금 졸업 화환을 주문하십시오
졸업 화환을 한정 판매합니다! 화환은 애정을 상징하며,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를 떠나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생생한 난초 화환은 졸업식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주문하세요! 졸업 축하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화환은 졸업식 당일, 목요일, 5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건
보우짐 앞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환 판매는 건과 팔리의 AAR (Advanced Authentic
Research)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행사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Hilary
McDaniel에게 hmcdaniel@pausd.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rder Graduation Leis Today
Limited supply available! Leis symbolize affection and are presented to graduates as they are leaving
their school and arriving at a new stage of life. These fresh orchid leis from Hawaii are a special way to
celebrate. Click here to order now! Pick up is on graduation day, Thursday, May 30, from 1:30-5 PM at
Gunn in front of the BowGgym, which makes celebrating easy and convenient. This is also a fundraiser
for Gunn's (and Paly's) AAR program. If you have questions contact Hilary McDaniel at
hmcdaniel@pausd.org.
Eunseo Choi

Gunn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Indo Restaurant, 3295 El Camino Real, Palo Alto
Kathie Laurence 교장 선생님과 Gunn PTSA은 당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5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3295 El Camino Real,
Palo Alto에 있는 인도식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UpToUs 링크를 이용하여
예약해주십시오. 질문은 Sigrid Pinsky에게 sigridkp@yahoo.com 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Gunn Volunteer Thank You
Tue, May 28, 4:30 PM, Indo Restaurant, 3295 El Camino Real, Palo Alto
Principal Kathie Laurence and the Gunn PTSA invite you to a gathering to thank you for your volunteer
service to Gunn this year. We will celebrate at Indo Restaurant, 3295 El Camino Real, Palo Alto, on May
28 from 4:30 to 6:00 PM. Please RSVP using this UpToUs link. Questions? Contact Sigrid Pinsky,
sigridkp@yahoo.com. We hope you can join us!

Eunseo Choi

RT88 버스 스케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정
5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38분 해산)
학교 버스는 오후 3시 48분(88M), 오후 3시 50분(88L)에 Vets Hospital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Middlefield/Colorado로 가는 추가적인 N/B 버스는 오후 3시 52분에 Vets Hospital을 출발할
것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2시 10분 해산)
(오전 8시 30분 시작 - 오후는 시간 조정 없음)
학교 버스는 오후 12시 18분(88M), 오후 12시 20분(88L)에 Vets Hospital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정규의 스케줄은 오후 12시에 Vets Hospital을 그리고 Middlefield/Colorado로 가는 추가적인 N/B
버스는 오후 12시 22분에 Vets Hospital을 출발할 것입니다.
오후 2시 25분 dismissal zero & H period - Middlefield/Colorado로 가는 추가적인 N/B 버스는
오후 2시 37분에 Vets Hospital을 출발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25분 해산)
(오전 8시 30분 시작 - 오후는 시간 조정 없음)
학교 버스는 오후 2시 33분(88M), 오후 2시 35분(88L)에 Vets Hospital을 출발합니다.
Middlefield/Colorado로 가는 추가적인 N/B 88 버스는 오후 2시 37분에 Vets Hospital을
출발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후 12시 10분 해산)
학교 버스는 Vets Hospital을 오후 12시 18분 (88M), 오후 12시 20분 (88L)을 출발합니다. 추가로
Middlefield/Colorado로 가는 추가적인 N/B 88 버스는 오후 12시 22분 Vets Hospital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RT88 Bus Schedule Adjustments for May 28-31
Tue, May 28 (3:38 PM dismissal)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48 PM (88M), 3:50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3:52 PM.
Wed, May 29 (12:10 PM dismissal)
(8:30 AM start - no AM adjustments will be made.)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18 PM(88M), 12:20 PM (88L). Regular scheduled N/B 88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00 PM.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22 PM.
2:25 PM dismissal zero & H period -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37 PM.
Thu, May 30 (2:25 PM dismissal)
(8:30 AM start - no AM adjustments will be made.)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33 PM (88M), 2:35 PM (88L).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2:37 PM.
Fri, May 31 (12:10 PM dismissal)
(8:30 start - no AM adjustments will be made.)

School trippers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18 PM (88M), 12:20 PM (88L). Regular scheduled N/B 88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00 PM. An additional N/B 88 trip to Middlefield/Colorado will depart Vets
Hospital at 12:22 PM.

Jaegyung Lee

도서관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5월 28일 화요일 - 5월 31일 금요일
교과서를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학기 마지막 주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반납된 교과서를 정리, 수리, 그리고 보관하기 위해 학기 마지막 주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있습니다. 기재된 날짜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할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The Library Needs Your Help
Tue, May 28, through Fri, May 31
Volunteers needed to stack textbooks in the Library the last week of school! The Library needs volunteers
to help organize, repair, and stack returned textbooks the last week of school. If you can help any day
Tuesday 5/28 through Friday 5/31 they would love your help. Please sign up here.
Jaegyung Lee

기말고사 중 간식을 나눠주기 위한 봉사자 모집중
5월 29-30일, 수-목요일, 오전 9시 - 10시 30분
기재된 날짜의 브런치 시간동안 크림치즈 베이글, 간식과 과일을 제공할 학부모 봉사자가 40명
더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신청해주십시오. 건 PTSA가 모든 음식과 장갑, 식탁보와 칼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위생을 위해 발가락을 덮는 신발과 모자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봉사자들은
주차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전 9시에 메인 오피스 앞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중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Volunteers STILL Needed to Serve Snacks During Finals
Wed-Thu, May 29-30, 9-10:30 AM
We still need about 40 more Gunn parent volunteers to help serve bagels with cream cheese, snacks and
fruit during brunch on Wednesday and Thursday, May 29-30. Sign up here. The Gunn PTSA will provide
all the food, gloves, tables cloths and knives. Please bring closed-toe shoes and a hat/cap to keep it
clean. No parking permit needed. Meet outside the main office at 9 AM.Thank you for helping out our kids
during finals!

PAUSD & PTAC
Shiyoo Kim

**새소식** 학교 지지를 위한 중요 미팅 - 스탠포드 GUP를 없앱시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County Planning Commission Hearing, Palo Alto City Hall, 250 Hamilton Ave, Palo Alto
Call to action: 5월 30일 시 계획 커미션의 스탠포드 GUP 경감 추진 청문회 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청문회는 팔로알토 GUP 경감과 관련된 유일한 청문회이며, 우리 팔로알토
학구와 학부모 대표들이 스탠포드에 문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스탠포드의 GUP가 팔로알토의
그 어느 학교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한 경감 관련 자료: https://www.countystanford.info/documents. 학부모
모임 GUP 2 지지 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president@paloaltopta.org에게 연락해주십시오.

**NEW* * Critically Important Meeting to Advocate for Our Schools - Full Mitigation Stanford GUP
Thu, May 30, 6 PM, County Planning Commission Hearing, Palo Alto City Hall, 250 Hamilton Ave, Palo
Alto
Call to action: Turn out is critical at the May 30 County Planning Commission hearing on the proposed
Stanford GUP mitigations. This is the only Commission hearing scheduled in Palo Alto on the proposed
GUP mitigations. Our PAUSD/PTA ask of Stanford is simple: fully mitigate the impacts of the Stanford
GUP on our PAUSD schools. To achieve full mitigation for our students and our schools, we need a BIG
show of support. We will have signs. County proposed mitigations:
https://www.countystanford.info/documents.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our PTAC GUP 2 advocacy
committee, please email president@paloaltopta.org.
Shiyoo Kim

**새소식** 학부모 모임 일반 연합 최종 미팅: 성공적 & 감사
5월 22일에 일반 연합회의 최종 미팅이 packed house를 진행했던 장소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생산적이었던 이번 년도의 일들은 다 마무리되었으며, 학부모 모임 행정부와 같이 한 모든
위원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모임의 17 멤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학교의 학생들, 선생님들, 관리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EW* * PTAC Final General Association Meeting of the Year: Job Well Done & Thank You
On May 22 we had our final General Association Meeting of the year where we had a packed house. We
wrapped up items from our very productive year, and extend a special shout out to the PTAC Executive
Board and Collaborative Committees for all their hard work. We also want to thank all our 17 member
school PTAs/PTSAs for their work and support of community this year. Your work has indeed made a
difference with our students, teachers, administrators and our school families. Well done!

Jihyo Park

**새소식** PTAC 봄 트레이닝: 참여를 환영합니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총회 직후 연례 봄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서로 만났고 새로운 분들을
환영했습니다.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많은 초등 학부모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욱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입니다. PTA는 봉사로만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학교 PTA의 어떤 역량을 위해 봉사하시고 싶으시다면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연락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회는 여름에 만날 예정입니다. president@paloaltopta.org로 연락 주십시오.

**NEW* * PTAC Spring Training: Welcome To Join! Calling All Volunteers Now...
Immediately following the General Association on Wednesday, May 22, was the annual Spring Training.
We met and greeted many new people (and they met each other) and noted many elementary school
parents stepping up. Amazing! Thank you. Next year promises to be an exciting We are an entirely
volunteer run organization. So please, if you would like to serve in any capacity at your school PTA,
please visit your school PTA webpage and connect. Some committees will meet over the summer.
Connect with us or email us at president@paloaltopta.org.
Romy Chung

**새소식** 학교 기부를 위해 당신의 아이폰을 두번 탭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학교 기금을 미국의 10대 주(이전
세대)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법안(AB 39)에 투표했습니다. 탭 두번으로 법안 진행에 관한 PTAC
모바일 알림을 받으십시오! (탭 1: 열기 알람; 탭 2: 메세지 새크라멘토). Click My Cause iPhone
app앱을 다운로드하고 "Palo Alto PTA Council"을 선택한 다음 알림을 허용하시고, 빨간색 "지금
행동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법안에 목소리가 필요할 때마다 앱에 빨간색 배지가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AB 39에 대한 지원을 Asm. Berman(alejandra.garcia@asm.ca.gov)에게
알리십시오.
**NEW* * Tap Twice on your iPhones for Special Education
Your voice is needed now! The California legislature is voting NOW on a bill AB 428 to increase CA K-12
special education funding. Growth in special education funding does not match the growth in enrollment
of special education pupils. Sign up for PTAC mobile alerts to advance this bill with two taps on your
iPhones (Tap 1: Open alert; Tap 2: Message Sacramento). Download the Click My Cause iPhone app,
select "Palo Alto PTA Council", tap "allow" notifications, and tap on your red "act now" buttons in the app.
Every time the bill needs your voice, there will be a red badge on the app. Android users: email your
support for AB 428 to Asm. Berman and Sen. Hill.

David Jeong

**새소식** PTAC는 당신하고 당신의 가족에게 멋진 여름을 기원합니다
모든 학교 PTA는 내년을 계획하고 학교 소포, PTA 예산 및 행사 일정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PTAC 모두는 2018-2019 학년도 자원 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당신이하는 일에서 사랑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2019-2020 학년도 첫 eNews는 8 월 중순에 발행됩니다. 그 동안 PTAC Facebook 페이지 및
PTAC 웹 사이트 www.paloaltopta.org 에서 여름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NEW* * PTAC Wishes You and Your Family A Great Summer
All of our school PTAs are busy planning for next year and preparing the back to school packets, PTA
budgets, and calendar of events. From all of us at PTAC, thank you everyone for your volunteering in the
2018-2019 school year. We cherish your hearts of gold in what you do for all our kids! Have a great
summer. Our first eNews issue for the 2019-2020 school year will be mid-August. In the meantime, kindly
visit the PTAC Facebook page and PTAC website for summer updates at www.paloaltopta.org.

커뮤니티(Community)
Rachel Choi

칸타빌레 청소년 가수 신청 및 오디션 오늘부터 8월까지 개설
4-18세 소년소녀를 위한 청소년 합창. 학생들의 경험: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예술성과 재미, 친구 및
지역 사회와 함께 노래하는 기쁨. 저희의 음악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장, 창의력, 리더십 및 건강을
키워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 및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해드리며 세계 수준의 교수진,
전문 아티스트와의 협업의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12 학년의 가수 지망생: 오디션을
신청하시려면 오늘 연락해 주세요. K-2 학년의 가수 지망생: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업에
등록해주십시오. 오디션에 해서, 혹은 그 외 질문이 있으시다면 info@cantabile.org (650)
424-141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Los Altos에 위치한 수업임을 미리 공지합니다.)
http://cantabile.org/
Cantabile Youth Singers Registration and Auditions Open Now Through August
Community youth chorus with levels for girls and boys ages 4-18. Students experience: The joy of singing
with artistry and mastery, fun, friends and community that last a lifetime; Comprehensive music program
nurturing personal growth, creativity, leadership and health; World-class faculty,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ng and competing; Collaborations with professional artists. Singers in grades 3-12: call today to
arrange an audition. Singers in grades K-2: register for a class now by visiting website below. To audition
or to learn more, please contact us: info@cantabile.org, (650) 424-1410. Classes located in Los Altos.
http://cantabil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