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January 10,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January 10

Kerbal Space Program Applications Sent
After School Clubs
Missoula, Auditorium
Chess Nuts, Lunch Benches
LANGO Spanish, Library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Rm 8202
Parker Anderson Jr. Lego Robotics, Rm 8201

Friday, January 11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 01411, Library
Girl Scout # 1841, Science Lab
Boy Scout # 310, Auditorium

Saturday, January 12

1:00 PM Missoula Performance @ Rosemont

Monday, January 14

6 PM LCAP Town Hall Meeting: School Safety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Library

Tuesday, January 15

4:30 PMGUSD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5311, Science Lab
Math Club, Auditorium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Wednesday, January 16

3:00 PM TK/ Kinder (New Families) Orientation
6:30 PM M.A.C.K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uditorium
Qualifying Math Field Test, Rm 2111

Thursday, January 17

3:00 PM Dine-out Night @ Honeybird
Progress Report Cards Sent Home
Fourth Grade Parent Teacher Coffee
After School Clubs
Parker Anderson Cooking Class, Rm 8202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Rm 8201
LANGO Spanish, Rm 8101
Chess Nuts, Lunch Benches

Friday, January 18

8:30 AM Flag Ceremony
9:00 AM PTA e-Board Meeting, Rm 8201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 01411, Library

Upcoming Dates

January 21 No School - Martin Luther King Jr. Day
January 22-25 Yellow Ribbon Week

J a nua ry 25 Da ughte r VIP Da nc e

Electronic Devices and School Policy
Students are allowed to have cellphones on campus. However, as per our school policy, students may
not use their cellphones during the school day. This policy includes watches that have cellular
capabilities, and any other cellular devices. We have a phone in the office available to students during
recess and lunch, as well as before and after school. Thank you parents for reinforcing our school policy
with your students.

TK-Kinder Preview - January 16
It’s hard to believe that it’s already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the 19-20
school year! Each year we open up our amazing Kindergarten
classrooms so that families and incoming students can visit our school
and learn about how awesome Mountain Avenue is! This event is
designed for families who have a student starting school this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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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Fun Fair

Information from PTA

The Science Fun Fair is coming up! All grades TK-6th are welcome to submit a
science project in 6 different categories, Experimental, Research,
Engineering/Technology, Collection, Model, and Demonstration. There is no judging,
and everyone who enters receives a ribbon and certificate. Deadline to turn in entry
form is Friday, January 18th. See PeachJar for entry forms.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handouts in the office, or come to the Project Workshop to pick up a poster
board and students can work on their poster board after school on Thursday,
January 24th from 2:15-3:30 pm in the auditorium. A parent or parent permission
form is needed to attend. Projects are due in the auditorium on Thursday, January 31st, and the
Science Fun Fair is on Friday, February 1st. Our theme this year is 'Dive Deeper into Science!' and
we will have the Aquarium of the Pacific mobile aquarium touch tank for students to have an
immersive ocean experience on science fair Family Night, which is from 3:30-6:30 p.m. on February
1st. Contact Jackie Bodnar at jackiebodnar@gmail.com or Meena Arunachalam at
mail2meena@yahoo.com with any questions.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Our Educational Foundation.
Thanks again to all the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our 2018-19 MACK Annual Fund Drive. If
you wish to receive a tax receipt for your MACK donation, email Amelia Lapeña at

MACKAnnualFund@gmail.com. Thank you!

6th Grade
SHOP with Amazon

Don’t forget that every time you shop with Amazon, a percent of your purchase
comes to Mountain Avenue’s 6th grade! How does it work? Make sure you click
the link BEFORE going to the website. The link is also available on the Mountain
Avenue Website. Tha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amp=1789&creative=9325

Peachjar (Flyers)
There’s an easier way to view flyers! Here is the link for Peachjar, where you would be
able to view all the flyers that has to do with School and everything in between!
Please start refe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ll of the flyers! Peachjar Fl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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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a Maniacs “Kid -Created” Musicals
TK - 6TH GRADES
Drama Maniacs returns to Mountain Avenue Elementary with our signature full-session musical
theatre productions! Young performers will be challenged to fill in the blanks of our one-of-akind musicals with their own unique scenes, ideas, and characters. Join us for oodles of INSANELY
fun creativity, teamwork, singing, dancing, and drama. Session will culminate in a fully-staged
final performance of our “Kid-Created” Drama Maniacs musicals at the beautiful Barnsdall
Gallery Theatre!
WHEN: Mondays 2:20-3:50 PM (TK-2nd) & 2:40 - 4:10 PM (3rd-6th) at Mountain Avenue
SESSION DATES: January 28th – May 6th (No Class 2/11, 2/18, 3/18, 3/25)
*Final 3 rehearsals will be 2 hours. Dismissal times are extended by 30 minutes.
FINAL PERFORMANCE: Saturday, May 11th, 2019
*Extended Musical Session* 20+ Hours!
COST: $225 (Includes final performance fee) Payment plans and sibling discounts
available online. TO REGISTER: www.dramamaniacs.com or 818-303-1713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January 10,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January 10

Kerbal Space Program 신청서 Applications Sent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미쥴라 – 오디토리엄
체스넛츠 (Chess Nuts) – 런치 밴치
랭고 (LANGO) 스패니쉬, 도서관
파커 앤더슨 Kids Cooking, Rm 8202
파커 앤더슨 쥬니어 레고 로보틱스 Jr. Lego Robotics, Rm 8201

금요일, January 11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걸스카웃 (Girl Scout) #1841, 싸이언스 랩
보이스카웃 (Boy Scout) #310, 오디토리엄

토요일, January 12

1:00 PM Missoula 미쥴라 연극 공연 @ Rosemont 로즈몬 중학교

월요일, January 14

6 PM LCAP 타운홀 미팅: 학교 안전 (School Safet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화요일, January 15

4:30 PM GUSD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5311, 싸이언스랩
매쓰 클럽 – 오디토리엄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RM 2223

수요일, January 16

3:00 PM TK/ Kinder (새로 오는 가족들)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6:30 PM M.A.C.K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매쓰 팀 (Math Team),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선출을 위한 테스트
(Qualifying Math Field Test), Rm 2111

목요일, January 17

3:00 PM 다인아웃 나잇 (Dine-out Night) @ Honeybird
중간 성과 보고서 (Progress Report Cards) 발송
4 학년 학부모 선생님 간식 접대 (Teacher Coffee)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파커 앤더슨 Kids Cooking, Rm 8202
파커 앤더슨 레고 로보틱스 Lego Robotics, Rm 8201
랭고 (LANGO) 스패니쉬, Rm 8101
체스넛츠 (Chess Nuts) – 런치 밴치

금요일, January 18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9:00 AM PTA e-보드 미팅, Rm 8201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다가오는 날짜들

January 21 학교 휴무 No School - Martin Luther King Jr. Day
January 22-25 엘로우 리본 주간 (Yellow Ribbon Week)
January 25 딸과의 댄스 연회 (Daughter VIP Dance)

Electronic Devices and School Policy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에는 휴대 전화 기능이 있는 시계 및 기타 휴대기기가 포함됩니다.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전후에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
정책을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TK-킨더 프리뷰 (TK-Kinder Preview) – 1 월 16 일
이미 19-20 학년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우리는 놀라운 유치원 교실을 공개하여 가족과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마운튼애비뉴 학교가 얼마나 멋진 학교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행사는 오는 2019 년 8 월에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을 가진 가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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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from PTA
Science Fun Fair
Science Fun Fair 가 다가옵니다! TK-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실험, 연구, 공학/기술, 수집, 모델
및 시연 등 6 가지 범주로 과학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없으며, 참가자는
모두 리본과 참가 증명서를 받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은 금요일, 1 월 18 일 입니다.
신청서는 피치자 (PeachJar) 를 참고해 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의 유인물을 참고
하시거나, 목요일, 1 월 24 일, 오후 2 시 15 분에서 3 시 30 분까지 강당 (auditorium) 에서 있을
프로젝트 워크샵 (Project Workshop) 에서 포스터 보드를 픽업하거나, 학생들은 방과 후에
포스터 보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참석하거나 또는 부모의 허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는 목요일, 1 월 31 일에 강당에 제출되어야 하며, 과학 박람회 (Science Fun Fair) 는
금요일, 2 월 1 일 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는 '과학에 깊이 빠져라!' 입니다. 오후 3 시 30 분에서 6 시 30 분
사이에 열리는 과학 박람회 (School Fair) 패밀리 나이트 (Family Night) 에서는 흥미로운 해양 체험을 위해
퍼시픽 수족관 (Aquarium of the Pacific) 의 이동식 터치 탱크가 준비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jackiebodnar@gmail.com 의 Jackie Bodnar 또는 mail2meena@yahoo.com 의 Meena Arunachalam 에게
문의하십시오.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우리의 교육 재단.
2018- 19 년 MACK 의 연례 기부금 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가족에게 감사 드립니다.
MACK 도네이션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을 원하시면, MACKAnnualFund@gmail.com Amelia Lapena
께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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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매니액스 "Kid-Created" 뮤지컬
TK - 6 학년
우리의 대표적인 풀 세션 뮤지컬 연극 제작물을 가지고 Drama Maniacs 가 Mountain Avenue Elementary 로
돌아갑니다! 어린 연기자들이 자기 자신 만의 고유한 장면, 아이디어 및 등장인물을 통해 독창적인 뮤지컬의
공백을 채우도록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독창적인 팀워크, 노래, 춤, 드라마를 즐기십시오. 세션은
아름다운 Barnsdall Gallery Theatre 에서 "Kid-Created" 드라마 매니액스 뮤지컬의 최종 공연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시간 : Mountain Avenue 에서 월요일 2:20 - 3:50 PM (TK-2 학년) & 2:40 - 4:10 PM (3-6 학년)
세션 날짜 : 1 월 28 일 - 5 월 6 일 (No Class 2/11, 2/18, 3/18, 3/25)
* 마지막 3 차례 리허설은 2 시간 씩입니다. 따라서 끝나는 시간은 30 분 늦어집니다.
최종 공연 : 토요일, 2019 년 5 월 11 일
* 늘어난 뮤지컬 세션 * 20 시간 이상!
비용 : $225 (최종 공연비 포함) 페이먼 플랜 및 형제자매 할인이 온라인 등록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 www.dramamaniacs.com 또는 818-303-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