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 in Avenue  Elementa ry School 
Thursda y Upda te  
November 1, 2018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Korean Translation Available Here  
Mountain Avenue participates in PBIS, which stands for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Our Statement of Purpose is...  
We are a school community that champions diversity and creativity 

within a kind, safe, responsible and respectful  environment.  All Mountain Avenue 
B.E.A.R.S. are expected to:   

Be Kind  
Encouraging  
Accept Responsibility  
Respect Others and be 
Safe 

Thurs., November 1  6:30 PM PTA Meeting / Reflections Awards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 Kids Cooking Academy  
Lango Language - Spanish Class 
Parker Anderson - Lego Robotics  
First - 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November 2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01411, Library  

Monday, November 5  4:30 PM GUSD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Art Club 
Kinder Tennis 
First-Sixth Grade Basketball  
Drama Maniacs, Rm 2101 
Davidian-Mariamian, Library 

Tuesday, November 6  After School Clubs 
Math Club, Auditorium 
Girl Scout # 5311, Science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Kerbal Space Program, Rm 2214 

Wednesday, November 7  9 - 11:30 am 6th Grade Wax Museum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uditorium  
Math Team, Rm 2227 
FLL Robotics Team, Science & Art Room 
First-Sixth Grade Game Time Kassirer Sports 

Thursday, November 8  Fifth Grade Teacher Coffee 
M.A.C.K Membership Drive Ends 
Kinder Q&A Science Fair, Kinder Benches 
Science Fair Q&A,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First-Sixth Grade Tennis & Soccer  
Lango Spanish Class  
Chess Nuts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https://drive.google.com/file/d/0BwGqbNd2daGbRzFnMVFHaXhYRWFyMThTakUzcU9faWR2eGNr/view?usp=sharing


 
 

Frida y, November 9 Recycling Frida y 
7:30 AM Fla g Ceremony M.A.C.K Membership Awa rds  
9:00 AM PTA E-Boa 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s # 1841, Library 
Boy Scouts of America # 310, Cafeteria   

Upcoming Dates  November 12 NO SCHOOL - Veterans Day  
November 16 NO SCHOOL - Student Holiday  

 
Attendance Matters!  
Dear Parents, 
Please note that you MUST call in your child’s absence the day 
of the absence. Once it passes 3 days, then it automatically 
turns into a TRUANCY on the fourth day. Once it becomes a 
Truancy, then we are unable to go back and change the 
attendance.  Please call in EVERY TIME your child is out.If your child is out for any personal 
reason, the absence will NOT be excused. Thank you for understanding! GO BEARS!  
 

Medical Early Pick-Up 
Dear Parents and Friends, 
As you may know by now, if you are picking up your child early for a Doctor’s 
appointment, please provide us with a Doctor’s note whenever the student returns 
back to school. Early pick up does change the student’s attendance, so when having 
the Doctor’s note, it does not penalize the student’s attendanc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Go Bears! 
 

GUSD College Savings Research Survey 
This year, the GUSD Board of Education has set a priority to "ensure college 
savings accounts for every student." We are taking a survey to gauge what 
percentage of our GUSD students already have a college savings plan in place. 
You can find the survey on Peachjar and it is only one per household and this 
survey is for research purposes only. Your answers will remain anonymous.  
Paper versions of the survey are available in the office.  Translations are also 
available. Thank you! 
 

Art Club   
Do you love art? Do you enjoy being creative? Join the Mountain Avenue Art Club and 
learn about the elements of art and the principles of design. Art Club is for upper grade 
students in grades 4-6. Our next Art Club meeting is this Monday, November 5th from 
2:45-3:45 in Room 2108. Extra forms can be found outside of Room 2108. Get ready to be 
creative and have fun making art! See you there!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The MACK Annua l Fund Drive ha s ra ised a lmost $ 35,000, BUT WE STILL NEED 
YOUR HELP. Maybe you've forgotten to write your check? ONLY 26% OF OUR 
FAMILIES HAVE CONTRIBUTED TO THE WELL-BEING OF 100% OF OUR 
STUDENTS. WITHOUT YOUR CONTRIBUTION, MACK will need to cut funding for  
programs and tools vital for our teachers and our students to succeed. MACK will 



 
 

invest a t lea st $ 80,000 in progra ms for our children for the  2018-19 
school yea r. J oin MACK's commitment to ALL Mounta in Avenue students by supporting our Annua l 
Fund Drive  a nd DONATE TODAY. YOUR CONTRIBUTION IS KEY. All donation amounts are greatly 
Appreciated. See the PeachJar flyers for more information. Online contributions at 
https://tinyurl.com/MACKgiving  welcome. Questions? Contact Amelia Lapeña at 
MACKAnnualFund@gmail.com. Receipts available upon request. To be entered in the drawings for 
the Disney tickets or included in the classroom competition, please make your donation by 
THURSDAY, NOVEMBER 8, 2018. THANK YOU! 

 
Information from PTA! 

PTA Reflections Art Contest  
J oin us to ce lebra te  the a ma zing a rtists who pa rtic ipa ted in this yea r's PTA 
Reflections Art Contest. Winners of ea ch ca tegory will be a wa rded on November 
1st a t 6:30pm a t the  Auditorium.  

 
Science Fun Fair  
The Science  Fun Fa ir is  coming up!  All gra des TK-6th a re  welcome to submit a  
science  project in 6 diffe rent ca tegories, Experimenta l, Resea rch, 
Engineering/Technology, Collection, Model, a nd Demonstra tion".  There is no judging, 
a nd everyone  who enters rece ives a  ribbon a nd certifica te .  For more informa tion, 
come to the informa tiona l Q&A meeting a fte r school on Thursda y, November 8th from 
2:15-3pm in the  a uditorium.  A pa rent or pa rent permission form is needed to a ttend.  
For TK/Kinder students, the  informa tiona l meeting will be  from 12:45-1:30pm on the  
Kinder lunch benches, but pa rents must a ttend the  meeting with the ir children for 
Kinder/TK students.  The meeting will provide  genera l informa tion, a nswer questions, 
a nd a  ha ndout a nd poste r boa rds will a lso be  a va ila ble .  Pa rent Permission Forms for 
the  Q&A meeting a nd Entry Forms for the  Science Fun Fa ir a re  in the  Thursda y folders.  The entry 
form dea dline is J a nua ry 18th, a nd the  Science Fun Fa ir is  February 1st.  Our theme this yea r is  
'Dive  Deeper into Science!' a nd we will ha ve  the  Aqua rium of the Pa cific mobile  a qua rium touch 
ta nk for students to ha ve a n immersive ocea n experience  on science fa ir Fa mily Night. 
 
Science Fun Fair Q&A 
The Science  Fun Fa ir is  open to a ll gra des TK through 6th gra de.  There is a n informa tiona l 
Questions a nd Answer workshop a fter school on Thursday, November 8th in the  a uditorium from 
2:15-3pm.  A pa rent or pa rent permission form is required a nd ca n be  found in the  Thursda y 
folders.  There  will be  genera l informa tion a nd a  ha ndout provided, a s well a s poste r boa rds 
a va ila ble .  The Science  Fun Fa ir is  a fte r Winter Brea k on Februa ry 1st. 

 
Support 6th Grade!  

SHOP with Amazon 
Don’t forge t tha t every time you shop with Ama zon, a  percent of your purcha se  
comes to Mounta in Avenue’s 6th gra de!  How does it work?  Ma ke  sure  you click 
the  link BEFORE going to the  website .  The link is a lso a va ila ble  on the  Mounta in 
Avenue  We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 /www.a ma zon.com/?_encoding=UTF8&ta g=mounta venuele  
20&linkCode=ur2&a mp=1789&crea tive=9325 

 
Peachjar (Flyers) 

There’s a n ea sie r wa y to view flyers! Here  is the  link for Pea chja r, where you would be  a ble  
to view a ll the flyers tha t ha s to do with School a nd everything in be tween! 
Plea se  sta rt re fe 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rs!  
Pea chja r Flyers   

https://tinyurl.com/MACKgiving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1, 2018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마운튼 애비뉴는 PBIS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명서: 

우리는 친절하고 안전하며 책임있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옹호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모든 마운튼애비뉴 베어들 (B.E.A.R.S.) 에게 다음을 바랍니다.  

 

   친절하기 Be Kind  

   격려하기 Encouraging  
   책임감 갖기 Accept Responsibility 
   다른사람 존중하기 Respect Others and be  
   안전하기 Safe 

 

목요일, November 1  6:30 PM PTA 미팅 / 리플렉션 시상식 (Reflections Awards)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 Kids Cooking Academy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 Lego Robotics 
1학년 - 6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츠 (Chess Nuts)  

금요일, November 2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01411, 도서관 

월요일, November 5  4:30 PM GUSD 보드 미팅 (Board Meeting)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아트클럽 (Art Club) 
킨더 테니스(Tennis) 
1학년 - 6학년 농구 (Basketball)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 Rm 2101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화요일, November 6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매쓰 클럽 (Math Club), 오디토리엄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5311, 싸이언스룸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Kerbal Space Program, Rm 2214 

수요일, November 7  9 - 11:30 AM 6학년 Wax Museum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매쓰 팀 (Math Team), Rm 2227 
FLL 로보틱스 팀 (Robotics Team), Science & Art Room 
1-6학년 Kassirer Sports - 게임 타임 (Game Time)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목요일, November 8  5학년 선생님을 위한 스낵 대접 (Teacher Coffee) 
M.A.C.K. 멤버쉽 모금운동 종료 
Kinder Q&A 싸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킨더 밴치 
싸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Q&A, 오디토리엄 (Auditorium)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 Soccer) 
1학년 - 6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체스넛 (Chess Nuts)  

금요일, November 9 재활용 금요일 (Recycling Friday)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MACK 멤버쉽 어워즈 (Awards) 
9:00 AM PTA E-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1841, 도서관 
보이스카웃 Boy Scouts of America #310, 카페테리아  

다가오는 날짜들 November 12 NO SCHOOL 학교 휴뮤 - Veterans Day  

November 16 NO SCHOOL학교 휴뮤 - Student Holiday  

 
출석 관련 문제 (Attendance Matters)!  
학부모 여러분, 
결석한 날에는 반드시 자녀의 결석에 대해 그 날 전화해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4일째에는 자동으로 무단결석 (TRUANCY) 이 됩니다. 일단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면, 저희는 다시 출석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결석할 때마다 전화하십시오.귀하의 자녀가 어떠한 사적인 이유로라도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결석처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우 베어즈!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한 조퇴 (Medical Early Pick-Up) 
학부모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의사와의 약속을 위해 일찍 자녀를 픽업하는 경우,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마다 의사의 소견서 (Doctor’s Not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학생의 출석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의사의 소견서 (Doctor’s Note) 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출석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우 베어즈! 
 

GUSD College Savings Research Survey 
올해 GUSD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에게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 계좌를 갖도록" 하기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GUSD 학생 중 몇 퍼센트가 이미 대학 저축 계획 (college 
savings plan) 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Peachjar에서 설문 
조사를 찾을 수 있으며, 가구당 단 한번의 설문에만 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지의 종이 버전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번역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클럽 (Art Club) 
아트를 좋아하나요? 창의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마운튼 애비뉴 아트 클럽 (Mountain Avenue Art 
Club) 에 가입하여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적 소양을 발전 시키며 아트의 요소 및 디자인 원리에 대해 
배우십시요. 마운튼 애비뉴 아트 클럽은 4-6 학년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다음 아트클럽 미팅은 월요일, 11월 5일, 오후 2:45-3:45 에, Room 2108 에서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는 Room 2108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준비를 하십시요! 거기서 만나보길 바랍니다!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MACK 연례 기금모금 운동은 3만 5천 달러 가까이를 모금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수표 쓰기를 잊어 버리신 건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 100%의 안녕을 위해 
우리 학교 가정 중 오직 26% 만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없이는, MACK은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도구에 대한 기금을 삭감해야만 합니다. MACK은 
2018-19 학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최소한 8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례 기금모금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마운튼 애비뉴 학생들을 위한 MACK의 
노력에 동참하시고 오늘 기부하십시요. 여러분의 기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의 기부에 대해 크게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의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요. 또한 온라인 
기부 https://tinyurl.com/MACKgiving 도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MACKAnnualFund@gmail.com 로 
Amelia Lapeña께 문의하십시요. 디즈니 티켓 추첨이나 클래스 별 참가율 경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목요일, 
2018년 11월 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formation from PTA!  

 

PTA Reflections Art Contest  
올해의 PTA Reflections Art Contest에 참가한 놀라운 예술가들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십시요. 11 월 1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각 부문의 
수상자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과학 박람회 (Science Fun Fair)  

Science Fun Fair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K-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실험, 연구, 
공학/기술, 수집, 모델 및 시연 등 6가지 범주로 과학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없으며, 참가자는 모두 리본과 참가 증명서를 받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오는 목요일, 11월 8일, 오후 2시 15 분에서 오후 3시까지 강당에서 있을 
방과후 질의 문답 (Q & A) 미팅에 참석하십시요. 부모님 또는 부모의 허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TK 나 Kinder 학생의 경우에는 질의 문답 (Q & A) 미팅은 오후 12:45 - 
1:30에, 킨더 런치벤치에서 있으며, TK 나 Kinder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꼭 자녀와 
함께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게 되며, 
유인물과 포스터 보드도 제공됩니다. 과학 박람회의 질의 문답 (Q & A) 미팅을 위한 참가 허가서와 박람회 
참가 신청양식은 떨즈데이 폴더 안에 있으며, 참가 신청 마감일은 1월 18일이고, 과학 박람회 (Science Fun 
Fair) 는 2월 1일입니다. 올해 주제는 '과학에 깊이 빠져라 (Dive Deeper into Science)!' 입니다. 우리는 과학 
박람회 Family Night에 흥미로운 해양 체험을 위해 퍼시픽 수족관 (Aquarium of the Pacific) 의 이동식 터치 
탱크를 준비할 것입니다. 
 
 
과학 박람회 (Science Fun Fair) 질의 문답 (Q & A) 
Science Fun Fair는 TK 부터 6 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11월 8일, 오후 2시 

https://tinyurl.com/MACKgiving


 

 

15분에서 3시까지 강당에서 방과후 질의 응답 워크샵이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부모 허가서 양식이 필요하며, 
양식은 떨즈데이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와 유인물, 포스터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cience Fun Fair는 2월 1 일, 겨울방학 후입니다. 
 

 
6학년을 도웁시다! 

 
아마존 샤핑 (SHOP with Amazon) 
아마존에서 샤핑할 때마다 구매액의 일정 퍼센트가 마운틴 애비뉴 6학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아마존 웹싸이트에 가기 전에 다음 링크를 “먼저” 
클릭하십시요. 이 링크는 학교 웹싸이트에도 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
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Peachjar (피치자 전단지) 

 
전단지를 볼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Peachjar 링크입니다. 여기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단지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이 멋진 사이트 이용을 
시작 하십시요! Peachjar Flyers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