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
Philip Chung
5월 31일 금요일
종강 - 오후 12시 10분 해산
8월 5일 월요일
스케줄 발표
8월 9일 금요일
9학년 오리엔테이션
8월 12일 월요일
(학생증 및 졸업 앨범용) 사진 촬영
8월 13일 화요일
개학
Fri, May 31
LAST DAY OF SCHOOL - 12:10 PM Dismissal
Mon, Aug 5
Schedules released
Fri, Aug 9
Freshmen Orientation
Mon, Aug 12
Photo Day
Tue, Aug 13
FIRST DAY OF SCHOOL

Gunn
Jihyo Park
편집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 커뮤니티에서 건 커넥션 편집자이신 Shari Arensdorf님과 Rita Lee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께서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말 고사 기간, 그리고 바쁜 시간은 포함해 몇
년에 걸쳐 모든 소식을 건 커넥션에 올려 주셨습니다. 항상 제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보조해
주셨고 완벽하지 못한 저희의 기사들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잊어버린 중요한
대화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리울 것이며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건
학부모회 이사회
Thanks, Editors!
"Many many thanks from the Gunn community for the excellent work of Gunn Connection editors Shari
Arensdorf and Rita Lee. For years they have put out every issue of the Gunn Connection, through
summer holidays, winter breaks, finals and busy family times. They were always on time, carefully
curated what we saw, gently edited our poor prose, and helped remind us of important communications
we had forgotten. They will be greatly missed, and we are very lucky to have had them." --Gunn PTSA
Exec Board

PAUSD & PTAC
Jihyo Park
PAUSD 연간 업데이트/신청
모든 학부모님께 연간 업데이트와 신청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Infinite Campus를 통해
교육청에 남겨진 이메일로 보내졌습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못하셨다면 이메일의
받은편지함/스팸 등을 확인하여 5월 6일 월요일에 Derek Moore로부터 보내진 "Single sign-on,
Annual Data Update, & CAASPP Score delivery"라는 제목을 찾아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이 과정을 2019년 6월 30일 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의 Let's Talk 페이지를 보시거나 (650) 665-5320로 연락을
남기시는 것도 가능하며 Derek Moore (dmoore@pausd.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PAUSD Annual Update/Registration
All parents were sent instructions on doing their annual update and registration. These were sent via
Infinite Campus to the email you have on file with the district. If you have not completed your update,
please look in your email inbox/junk/spam for an email with the subject line "Single sign-on, Annual Data
Update, & CAASPP Score delivery" dated Monday May 6 from Derek Moore. Parents/caregivers must
complete this process by June 30, 2019. If you need assistance with this, please submit a request via
Let's Talk on our website or leave a message at (650) 665-5320, or contact Derek Moore at
dmoore@pausd.org.

Jeeyoo Kim
추가 PAUSD/PTAC 링크
Superintendent Weekly Board Updates: Dr.Don Austin’s Weekly Board Update를 읽으세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Summer Camps Info: 이 링크에 나와 있는 캠프 관계자들은 PAUSD 학교들에서
활동/여름캠프를 엽니다. PTA Council은 특정 캠프를 더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PAUSD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임대료를 냅니다. 정보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PTAC
Webmaster에게 연락해 주세요. 링크에 추가되기 위한 요금은 없습니다.
Additional PAUSD/PTAC Links
Superintendent Weekly Board Updates: Read Dr. Don Austin's Weekly Board Update, published new
each Friday.
Summer Camps Info: Camp providers listed on this page host activities/summer camps at PAUSD
Schools, and pay rental fees to our district that help defray the cost of running our schools while providing
local opportunities for our kids. PTA Council does not endorse one camp over another. Please contact the
PTAC Webmaster to recommend updates to this information. There is no charge to providers to be li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