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January 24,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January 24

Yellow Ribbon Week
12:30 PM Science Fair Workshop,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LANGO Spanish, Rm 8101

Friday, January 25

8:30 AM Flag Ceremony- Presented by Student Council
9:00 AM - Geography Bee, Auditorium
6:00 - 8:00 - Daughter VIP Evening Dance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 01411, Library
Girl Scout # 1841, Science Lab

Monday, January 28

After School Clubs
Kinder Tennis, Kinder Field
Drama Maniacs, Rm 2110 & 2101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Library
1st-6th Grade Basketball, Upper Field

Tuesday, January 29

After School Clubs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Kerbal Space Program, Meet @ Lunch Shelter then Comp. Lab

Wednesday, January 30

Welcome Dr. Roberson!
After School Clubs
Math Team, Mrs. Hickman’s Roo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1st-6th Grade Game Time
6:00 PM Girl Scout of LA, Auditorium

Thursday, January 31

Science Fair Projects due to the Auditorium by 2:00pm
After School Clubs
LANGO Spanish Class, Rm 8101
Kinder Soccer, Kinder Field
Parker Anderson Animal Invasion!, Science Lab
Parker Anderson Cooking Class, Rm 8202
Parker Anderson Robot Building, Rm 8201
1st-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Friday, February 1

No Flag Ceremony
Spirit Day
After School Clubs
3:30 - 6:00 Science Fair

Upcoming Dates

February 4-12 Valentine-O-Gram Sales
February 11 No School - Lincoln’s Birthday
February 18 No School - President’s Day
February 26 NEW STUDENT ENROLLMENT BEGINS

After School Student Pick Up - Just a friendly reminder, students should not be picked up in the
staff parking lot. This is not a safe zone for children to be picked up or dropped off. If you are
picking up a child in a car, you must use the traffic lane. Other options are to park off campus,
walk and pick up your child. There are only two parking spots in the staff lot designated for
visitors. Thank you for helping us keep your child safe.
Tardies and Lates -- At the 8:23 bell, students should be in their lines ready to great their
teachers. Instruction begins at 8:25. If your child is not in their classroom at 8:25, they are late!
Build in some extra time in your morning to make sure you get to school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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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EEDEDwhen you come to your appointment!
2019-2020 Sign Up Genius EnrollmentThank you!
Jog-a-thon 2019
It's time to get ready for MACK's 2019 Jog-a-thon!!! Look for the gold flyer in
today's Thursday folder. Parent volunteers are needed to make our event a
success - so mark your calendar for Friday, February 15th!!!

Information from PTA
Science Fun Fair

The Scie nce Fun Fa ir is coming up! All gra de s TK-6th a re we lcome to submit
a scie nce proje ct in 6 diffe re nt ca te g orie s, Expe rime nta l, Re se a rch,
Engine e ring /Te chnolog y, Colle ction, Mod e l, a nd De monstra tion. The re is no
judg ing, a nd e ve ryone who e nte rs re ce ive s a ribbon a nd ce rtifica te . De a dline
to turn in e ntry form ha s be e n e xte nde d to Frida y, J a nua ry 25th. Se e
Pe a chJ a r for e ntry forms. For more informa tion, se e the ha ndouts in the
office , or come to the Proje ct Workshop to pic k up a poste r boa rd a nd for
stud e nts to work on the ir poste r boa rd a fte r school on Thursda y, J a nua ry
24th from 2:15-3:30 pm in the a ud itorium. A pa re nt or pa re nt pe rmission form is re quire d
to a tte nd . Proje cts a re d ue in the a uditorium on Thursda y, J a nua ry 31st, a nd the Scie nce
Fun Fa ir is on Frida y, Fe brua ry 1st. Our the me this ye a r is 'Dive De e pe r into Scie nce !' a nd
we will ha ve the Aqua rium of the Pa cific mobile a qua rium touch ta nk for stude nts to ha ve
a n imme rsive oce a n e xpe rie nce on Fa mily Nig ht, which is from 3:30-6:30 p.m. on Fe brua ry
1st. Conta ct J a ckie Bod na r a t ja ckie bodna r@gma il.com or Me e na Aruna cha la m a t
ma il2me e na @ya hoo.com with a ny que 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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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 rything in be twe e n!
Ple a se sta rt re fe 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rs! Pea chja r Flyers

PBIS
Mounta in Ave nue pa rticip a te s in PBIS, which sta nds for Positive Be ha vior Inte rve 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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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24,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January 24

엘로우 리본 주간 (Yellow Ribbon Week)
12:30 PM 싸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월크샵 – 오디토리엄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랭고 (LANGO) 스패니쉬, Rm 8101

금요일, January 25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학생회 (Student Council)
9:00 AM – 지오그래피 비 (Geography Bee 지리 경연대회) - 오디토리엄
6:00 - 8:00 - 딸과의 댄스 연회 (Daughter VIP Evening Dance)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걸스카웃 (Girl Scout) #1841, 싸이언스 랩

월요일, January 28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테니스 (Kinder Tennis), 킨더 운동장 (Kinder Field)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2110 & 2101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1 학년- 6 학년 농구 (Basketball), 어퍼 필드 (Upper Field)

화요일, January 29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 Kerbal Space Program, 런치 쉘터에서 만나서 컴퓨터 랩으로

수요일, January 30

교육구 수퍼 인텐던트 Dr. Roberson 환영!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매쓰 팀 (Math Team ), Mrs. Hickman 클래스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1 학년 - 6 학년 게임 타임 (Game Time)
6:00 PM LA 걸스카웃 - 오디토리엄

목요일, January 31

싸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프로젝 오후 2 시까지 오디토리엄에 제출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랭고 (LANGO) 스패니쉬, Rm 8101
킨더 축구 (Kinder Soccer) - 킨더 운동장(Kinder Field)

파커 앤더슨 Animal Invasion!, 싸이언스 랩
파커 앤더슨 Cooking Class, Rm 8202
파커 앤더슨 Robot Building, Rm 8201
1 학년- 6 학년 테니스 (Tennis) & 축구 (Soccer) - 어퍼 필드 (Upper Field)
금요일, February 1

아침조회 없음 No Flag Ceremony
스피릿 데이 (Spirit Da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3:30 - 6:00 싸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다가오는 날짜들

February 4-12 발렌타인-오-그램(Valentine-O-Gram) 판매
February 11 학교 휴무 No School - Lincoln’s Birthday
February 18 학교 휴무 No School - President’s Day
February 26 새 학생 등록 시작 NEW STUDENT ENROLLMENT BEGINS

After School Student Pick Up - 다시한번 확인차 알려 드립니다. 학생들은 직원 주차장 (staff parking lot)
에서 픽업되어선 안됩니다. 그 곳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픽업하기에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아이를 픽업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트래픽 레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캠퍼스 밖에 차를 주차
하시고, 학교 앞으로 걸어 와서 아이를 픽업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를 위해 지정된 주차공간은 직원 주차장
내에는 단지 두 개 뿐입니다. 자녀의 안전을 지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ardies and Lates -- 8 시 23 분 종소리에 학생들은 그들의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 클래스 앞에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수업은 8 시 25 분에 시작됩니다. 자녀가 8 시 25 분에 교실에 없다면, 그건 지각입니다! 아침에 약간의
여유시간을 두어 정시에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019-2020 새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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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g-a-thon 2019
MACK 의 2019 Jog-a-Thon 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떨즈데이 폴더에서 금색 플라이어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학부모 자원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달력에
금요일, 2 월 15 일에 표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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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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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Deeper into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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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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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