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April 18,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April 18

CAASPP Testing- Math
Jump Rope for Heart
First Grade Teacher Coffee
Dine Out @ Koko Roll and Hello Pizza 11:30
- 9:00 ALL DAY!
After School Clubs/Events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Parker Anderson, Art Studio
First - Six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Friday, April 12

No Flag Ceremony
CAASPP Testing- Math
After School Clubs/Events
Girl Scout #1841. Science Lab
Instrumental Music Rehearsal, Auditorium
Girl Scout # 1841, Science Lab
Boy Scout #310, Auditorium

Monday, April 22

CAASPP Make-Up Tests
Instrumental Music
After School Clubs/Events
Kinder Tennis, Kinder Field
Drama Maniacs, Rm 2101 & 2110
Davidian - Mariamian Armenian Class, Library
First - Sixth Grade Basketball, Upper Field

Tuesday, April 23

CAASPP Make-Up Tests
Music Enrichment
After School Clubs/Events
Kerbal Space Program, Lunch Benches, then Comp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PTA Culture Spirit Day- Parent Meeting, Auditorium

Wednesday, April 24

No School - Armenian Genocide Remembrance Day

Thursday, April 25

CAASPP Make-Up Tests
Progress Reports Sent Home
Take Your Child to Work Day
After School Clubs/Events
Girl Scout #1841, Library
Parker Anderson -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 Art Studio
First-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April 26

CAASPP Make-Up Tests
8:30 Flag Ceremony
Spirit Day - Backwards Day
9:00 AM PTA Assn. Meeting, Science Lab
6:30 PM Culture Night
After School Clubs/Events
Girl Scout # 01411, Library
Girl Scout # 5311, Science Lab

Up c oming Eve nts

Ma y 3
Tk - 6 Asse mb ly - TNT Dunk Sq ua d
Afte rsc hool MACK DJ Da nc e Pa rty, Aud itorium

2019-2020 New Family Enrollment
Welcome Parents, 2019-2020 School Year is just around the corner!
Please see the link below to register online for an appointment time for
Enrollment. Please read carefully as to what isNEEDEDwhen you come
to your appointment! 2019-2020 Sign Up Genius Enrollment. Thank you!
Jump Rope for Heart
Thank you to all students and families for supporting the Jump Rope for Heart Event.
This is an important cause to raise money for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anks to our awesome PE Teacher, Ms. Goliger, for organizing the event. All
students jump on April 18th. Go Bears!
Spirit Day
On April 26 it is Spirit Day! The Spirit Day is Backwards Day! You can wear your clothes ba
ckwards or
just a bit silly!
FIeld Day
Attention Mountain Avenue:
A reminder that entries for the Field Day T-Shirt contest are due on Friday April 26th. If you need an
entry form to submit your drawing, there are blank forms in the main office you can pick up.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a form emailed to youfeel free to request a form from
raina@rainjarden.com.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so many great entries!

M.A.C.K

Dine Out Night!
Support M.A.C.K. by dining out a t Koko Roll a nd He llo Pizza on Thursday, April 18! Se e flye r in
Pe a chja r for spe cific informa tion!
Jogathon Update
THANK YOU to e veryone who helpe d us re a ch our goa l of ra ising $ 30,000!!! We will be
a nnouncing prize winners a t the fla g ce re mony on April 26th.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DJ/Game truck/Inflatables event on May 3rd, there is still time to turn in or add to your
existing pledges to reach $100. J ust pla ce your ple dge mone y in a n e nve lope ma de to MACK
a nd include stude nt na me a nd te a che r's na me. Go Be a rs!!!
Volunteer Apprecia tion
Ca lling a ll volunte e rs, plea se sa ve the da te - Frida y, Ma y 3rd a t 8:30 a m - ALL of the tea che rs
a nd stude nts will be honoring you a t the a nnua l Volunte e r Appre cia tion Fla g Ce remony. A
flye r will be in toda y's Thursda y folde r. Hope you will be a ble to a tte nd!

Information from PTA
Culture Night- Let’s celebrate our diversity!
Come repre se nt your culture a t Mounta in Ave nue ’s Culture Night on Frida y, April 26th a t 6:30pm. Sha re
your tra ditiona l music, instrume nts, da nce , clothes, ritua ls, photos, food, a nd more ! Ple a se sign up to
he lp with a booth or to pe rform:
http://www.signupge nius.com/go/10C0B4FABA82EAAF85-mounta in
Conta ct De sire e Dziurgot via e ma il a t:
de si-mike @hotma il.com for more de ta ils
Science Fun Fair Assembly
For stude nts who comple te d scie nce fa ir projects or pa rticipa te d in the 6th gra de rolle r coa ster build;
the re will be a fre e a fte r-school a sse mbly a bout a nima ls from Pa rker-Anderson Critte r Squa d on Frida y,
April 26th from 2:30-3:30 p.m. Plea se turn in signe d pa re nt permission form be fore -ha nd, or bring the
signe d pe rmission form with you to the a sse mbly.
Yearbook Love Lines
Did you miss the de a dline for a Love Line in the yea rbook? Good ne ws, we e xte nde d
the deadline to April 19. Write a spe cia l me ssa ge to your child in 35 words or less for
just $5.00 (no picture). Ema il your me ssa ge to mounta ina ve loveline s@gma il.com.
Include your child's na me , te a che r a nd gra de a nd se nd in your pa yme nt to the office .
Ca sh or che cks ma de pa ya ble to Mounta in Ave nue PTA a cce pted.
Yearbook
He re is your la st time to orde r your ye a rbook. For just $ 30, you will re ceive a 9x12
soft cove r yea rbook tha t will la st a life time ! This is your la st cha nce . Ye a rbooks will
be delive red in J une . Plea se ma ke che cks pa ya ble to Mounta in Ave nue PTA.

6th Grade
SHOP with Amazon
Don’t forge t tha t e ve ry time you shop with Ama zon, a pe rce nt of your purcha se
come s to Mounta in Avenue ’s 6th gra de ! How does it work? Ma ke sure you click
the link BEFORE going to the we bsite . The link is a lso a va ila ble on the Mounta in
Ave nue We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 ma zon.com/?_e ncoding=UTF8&ta g=mounta ve nue le 20&linkCode=ur2&
a mp=1789&cre a tive =9325
Peachjar (Flyers)
The re ’s a n e a sie r wa y to vie w flye rs! He re is the link for Pe a chja r, whe re you would be a ble to vie w
a ll the flye rs tha t ha s to do with School a nd e ve rything in be twe e n!
Ple a se sta rt re fe rring to this wonde 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 rs! Pe a chja r Flye rs

P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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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April 18,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April 18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Testing – Math
심장학회 홍보 행사 Jump Rope for Heart
1 학년 학부모 선생님 간식 접대 담당 (Teacher Coffee)
다인 아웃 (Dine Out) @ Koko Roll and Hello Pizza 11:30 - 9:00 하루종일!
방과후 클럽/이벤트 (After School Clubs/Events)
파커 앤더슨 아트 스튜디오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1 학년- 6 학년 테니스 (Tennis) & 축구 (Soccer), 어퍼 휠드

금요일, April 19

아침조회 없음 No Flag Ceremony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Testing – Math
방과후 클럽/이벤트 (After School Clubs/Events)
걸스카웃 (Girl Scout) #1841, 싸이언스 랩
기악부 리허설 (Instrumental Music Rehearsal), 오디토리엄
보이스카웃 #310, 오디토리엄

월요일, April 22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메잌업 테스트 (Make-Up Tests)
기악부 (Instrumental Music)
방과후 클럽/이벤트 (After School Clubs/Events)
킨더 테니스 (Kinder Tennis) – 킨더 운동장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2101 & 2110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1 학년- 6 학년 농구 (Basketball), 어퍼 휠드

화요일, April 23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메잌업 테스트 (Make-Up Tests)
뮤직 프로그램 Music Enrichment
방과후 클럽/이벤트 (After School Clubs/Events)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 Kerbal Space Program, 런치 쉘터에서 만나서 컴퓨터 랩으로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PTA Culture Spirit Day - Parent Meeting, 오디토리엄

수요일, April 24

No School 학교 휴무 -

목요일, April 25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메잌업 테스트 (Make-Up Tests)
중간 성과 보고서 (Progress Reports) 발송
자녀 직장동반 체험일 (Take Your Child to Work Day)
방과후 클럽/이벤트 (After School Clubs/Events)
걸스카웃 (Girl Scout) #1841, 도서관
파커 앤더슨 아트 스튜디오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Armenian Genocide Remembrance Day

1 학년- 6 학년 테니스 (Tennis) & 축구 (Soccer)
체스 넛츠 (Chess Nuts)
금요일, April 26

주정부 학력평가 시험 CAASPP 메잌업 테스트 (Make-Up Tests)
8:30 아침조회 (Flag Ceremony)
스피릿 데이 (Spirit Day) – 거꾸로 하기 날 (Backwards Day)
9:00 AM PTA 연합회 미팅,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6:30 PM 문화의 밤 (Culture Night)
After School Clubs/Event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걸스카웃 (Girl Scout) #5311, 싸이언스 랩

다가오는 행사들

May 3
Tk - 6 학년 어셈블리 - TNT Dunk Squad
방과후 MACK DJ Dance Party, 오디토리엄
2019-2020 새가족 등록 (New Family Enrollment)
환영합니다, 2019-2020 학년도가 가까워 졌습니다!
학교등록을 위한 약속 시간을 온라인으로 잡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약속에 올 때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주의깊게 읽으십시요! 2019-2020 Sign Up Genius
Enrollment 감사합니다!
Jump Rope for Heart
Jump Rope for Heart 이벤트에 지원해 주신 모든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미국 심장 협회를 위해 기금을 모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벤트를 주최해 주신
우리의 훌륭한 체육 선생님이신 Goliger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은 4 월 18
일에 줄넘기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우 베어즈!
Spirit Day
4 월 26 일은 스피릿 데이입니다! 이번 스피릿 데이는 거꾸로 하기 날 (Backwards Day) 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거꾸로 입을 수 있으며 조금 웃기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M.A.C.K

다인아웃 나잇 (Dine Out Night)!
목요일, 4 월 18 일에 Koko Roll 과 Hello Pizza 에서 외식을 하심으로 M.A.C.K 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의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요!

Jogathon 업데이트
우리의 $30,000 를 모으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4 월 26 일에 있을 아침조회 (Flag Ceremony) 에서 수상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5 월 3 일에 있을
DJ/Game truck/Inflatables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의 약속한 모금액을 제출하거나 모금액을 더
추가하여 100 달러에 도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금액을 MACK 앞으로 명시한 봉투에
넣고, 학생 이름과 선생님 성함을 써주십시요. 고우 베어즈!!!

자원 봉사자 감사 행사 (Volunteer Appreciation)
모든 자원 봉사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5 월 3 일, 오전 8 시 30 분에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요.
-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침조회 시간에 자원 봉사자분들에 대한 감사를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단지는 오늘 떨즈데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nformation from PTA
Culture Night - 우리의 다양성을 축하합시다 (Let’s celebrate our diversity)!
금요일, 4 월 26 일, 오후 6 시 30 분에 마운틴 애비뉴의 문화의 밤 (Cultural Night) 에서 여러분의 문화를 소개
하십시요. 전통 음악, 악기, 댄스, 옷, 의식, 사진, 음식 등을 공유하십시요! 부스에 도움을 주시거나 공연을 위해
다음의 싸인업 지니어스에 등록하십시요.
http://www.signupgenius.com/go/10C0B4FABA82EAAF85-mountain
더 자세한 내용은 Desiree Dziurgot 께 desi-mike@hotmail.com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요.

Science Fun Fair Assembly
싸이언스 페어 (과학 박람회) 에 프로젝트를 제출했거나 6 학년 롤러 코스터 빌드(roller coaster build)
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위해 금요일, 4 월 26 일, 오후 2:30-3:30 에 Parker-Anderson Critter Squad 의
동물에 관한 무료 방과 후 어셈블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행사 참가를 허락하는 서명된 부모
허가서 양식을 제출하거나 그날 행사장에 서명된 허가서 양식을 가지고 오십시요.
학교앨범 러브라인즈 (Yearbook Love Lines)
학교앨범에 담기는 러브라인 기한을 놓치셨습니까? 희소식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4 월
19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35 단어 이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단 5 달러
(사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에 담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mountainavelovelines@gmail.com 으로 이메일 해주십시요. 자녀의 이름, 교사 및 학년을
포함시켜 주시고, 지불액은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요. 현금 또는 체크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체크는 Mountain Avenue PTA 앞으로 써주십시요.
Yearbook (학교 앨범)
여러분의 학교앨범을 주문하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돈 30 달러에 평생동안 간직하게 될
9x12 싸이즈의 소프트 커버 앨범을 받게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학교앨범은
6 월에 배달될 것입니다. 체크는 Mountain Avenue PTA 앞으로 써주십시요.

6th Grade
아마존 샤핑 (SHOP with Amazon)
아마존에서 샤핑할 때마다 구매액의 일정 퍼센트가 마운틴 애비뉴 6 학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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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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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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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