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21,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November 21 First -  Sixth Grade Report Cards Go Home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Spanish, Rm 2213 
2:40 PM 1st-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1:05 PM -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40 PM- 3:40 PM Chess Nuts, Lunch Shelter 
2:35 PM - 3:35 PM - Parker Anderson: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Rm 8202 

Friday,  November 22 Minimum Day - Parent Conferences  
7:30 AM - Chorus  
8:30 AM - Flag Ceremony SEE SCHEDULE BELOW FOR INCLEMENT WEATHER 
9:00 AM - PTA E-Board Meeting, Rm 8202 
10:30 AM - 11:30 AM - PTA Book Fair Committee, Rm 8202 
Minimum Day Schedule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November 25 - November 29 Thanksgiving Break - No School  

Upcoming Events  December 2-6 -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December 2 - LCAP Town Hall Meeting, District 6:00pm.  
December 3 - Principal for the Day - Glendale Education Foundation  
December  6 Upper Grade Mountain Ave Spelling Bee  

 
Happy Thanksgiving!  I wish you all a wonderful, restful, happy, and 
Thankful Thanksgiving Break! May your week be filled with love, laughter, 
happiness, thankfulness, and wonderful friends and family!  
Go Bears!  
~~Principal Scott  
 
 
The Lost and Found is bursting with items.  Water bottles, 

lunch boxes, jackets, and more!  Staff is going through the items and we are doing our best 
to reunite lost items with their owners.  All unclaimed items will be donated over 
Thanksgiving Break.  Please encourage your child to look through the items to find their 
missing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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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ement Weather and Flag Ceremonies  
As the winter and rainy season approaches, this is the schedule for indoor Flag Ceremonies.  
All students being recognized with awards will be recognized at the FIRST ASSEMBLY only.  
Parents and visitors should plan to attend the first assembly only.   
8:30 - 9:00 Flag Ceremony 2nd, 3rd, Bottomley 
9:00 - 9:30 Flag Ceremony Tk, K 1 
9:30 - 10:00 Flag Ceremony Leining, 5, 6    
 
Music Enrichment - Thanks to our fabulous foundation, MACK, all students will 

have music enrichment lessons.  Grades 3 - 6 will begin 10 weeks of music enrichment on 
Tuesday, December 3.  Grades Tk - 2 will have lessons from February to May.   

 
Recycling Fridays 
Collect your cans and plastic bottles this holiday break -- our next recycling day returns on the 
Friday AFTER Thanksgiving break, December 6th . All proceeds benefit the Class of 2020. 
THANK YOU! 
 

The Scholastic Book Fair is coming soon and it is going to be 'SNOW' much fun!   
Our Arctic Adventure Book Fair is just in time for holiday shopping!  The Book Fair runs 
from Dec 9-12 and will be held in the school library. We have so many fun things planned! 
During the week, students will shop once with their class, during lunch/recess, and after 
school. Wednesday, Dec 11 is Family Night from 5-8PM and the fun includes door prizes, a 
photo booth, teachers & staff reading books, a visit from a special book character, 
desserts & MORE!  Brrreakfast & Books on Thursday, Dec 12 from 7:30-8:15AM is a chance 
for families to shop and have breakfast! Sponsored by the PTA, the proceeds from the 
Book Fair are used to purchase books, Scholastic News magazines and supplies for our 
classrooms and library. 
 

ALL for BOOKS LOOSE CHANGE DRIVE   
Along with our Book Fair, we are teaming up with Scholastic to raise money to purchase books for kids in 
need. Bring your loose and dollars in the baggie we provide in the Thursday folder and put them in the All 
for BOOKS box in the office. The box will also be at our Book Fair Family Night and if you donate your 
change that night, you will get a ticket for a drawing to win Book Fair Bucks! 
 

Art Docent Program  
The Art Docent Program Needs You! Be involved in your child's class by volunteering to 
teach art lessons this year! Sponsored by PTA and MACK, the Art Docent program 
provides art instruction, materials, and art print examples to teach students about artists, 
art elements, and different art techniques. This is the main Art Program at our school and 
we need volunteers to help teach lessons. No artistic ability necessary! To volunteer to 
teach, contact Kathryn Rowley at kathrynhrowley@gmail.com. Thank you! 
 

ED100 
Mountain Avenue PTA is partnering with Ed100.org this year to learn more about 
California’s education system.  We already have a parent that has GRADUATED the 
program!  How many parents can  we graduate this year???  The Check it out: 
www.ed100.org (Be sure to log in and select our school to increase our chances in a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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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d100.org/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 -
20&linkCode=ur2&ca mp=1789&crea ti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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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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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21,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November 21 1학년 - 6학년 성적표 발송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Rm 2213 
2:40 PM 1학년 - 6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휠드 (Upper Field)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메인 운동장 (Primary Yard)   
2:40 PM - 3:40 PM 체스넛츠 (Chess Nuts), 런치쉘터 (Lunch Shelter)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Rm 8202 

금요일, November 22 미니멈데이 (Minimum Day) – 학부모 상담 (Parent Conferences)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아래의 궂은 날씨로 인한 스케쥴 변동 참조 
9:00 AM - PTA E-보드 미팅, Rm 8202 
10:30 AM - 11:30 AM – PTA도서 박람회( Book Fair) 위원회, Rm 8202 
미니멈데이 (Minimum Day) 스케쥴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November 25 - November 29 Thanksgiving Break – 학교 휴무 No School  

다가오는 행사들 December 2-6 –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단체 (Charity) 선물수집  
December 2 - LCAP 타운홀 미팅 (Town Hall Meeting), 교육구 District 6:00 PM  
December 3 – Principal for the Day – 글렌데일 교육재단 (Glendale Education Foundation) 
December 6 고학년 Mountain Ave 스펠링 비 (Spelling Bee)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모두 훌륭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며 감사가 

가득한 추수 감사절 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는 일주일 동안에 사랑, 웃음, 

행복, 감사, 멋진 친구와 가족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고우 베어즈! 

~~ 스캇 교장  

 

The Lost and Found 분실물 보관소에 물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물병, 도시락, 재킷 등등! 교직원이 물품을 살피고 있으며 분실된 물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모든 물품은 추수감사절 방학 중에 

기부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분실물을 살펴보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도록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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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궂은 날씨 (Inclement Weather) & 아침조회 (Flag Ceremonies)  
 

겨울과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침조회를 실내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자로 정해진 학생들은 오직 “첫번째 아침조회” 에서만 수상식을 갖게 됩니다. 
학부모와 방문객은 첫번째  아침조회 시간에만 참석하도록 계획하십시요. 
8:30-9:00 아침조회 (Flag Ceremony)  2 학년, 3 학년, Bottomley 반 
9:00-9:30 아침조회 (Flag Ceremony) Tk, K 1 
9:30-10:00 아침조회 (Flag Ceremony) 라이닝 반, 5 학년, 6 학년  
 

음악 특별수업 (Music Enrichment) - 우리의 멋진 재단인 MACK 덕분에 모든 학생들은 
음악 특별수업을 받게 됩니다. 3 - 6 학년은 화요일, 12 월 3 일에 10 주동안 계속되는 
음악 특별수업이 시작됩니다. Tk - 2 학년은 2 월에서 5 월까지 수업이 있게 됩니다. 

 
Recycling Fridays 
이번 방학 중에 캔과 플라스틱병을 모아 주십시요. 추수감사절 방학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 
12월 6일이 재활용 금요일 (Recycling Friday) 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6학년 졸업반 (Class of 
2020) 에게 혜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스칼라스틱 도서 박랍회 (The Scholastic Book Fair) 가 곧 다가옵니다. 눈처럼 많은 재미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북극모험 도서 박람회 (Arctic Adventure Book Fair) 는 연말 할러데이를 위한 
샤핑을 위한 적기에 열립니다. 도서 박람회는 12월 9 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주중에 
학생들은 클래스별로 점심시간/리세스 중에 한번 또는 방과 후에 쇼핑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12월 11일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패밀리 나이트 (Family Night) 
행사가 있으며, 문 앞에서의 경품추첨, 사진 부스, 교사 및 직원의 책 읽어주기, 특별한 
도서 캐릭터의 방문, 디저트 및 기타 등등이 포함된 많은 재미가 가득합니다! 목요일, 
12월 12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5분까지 열리는 Breakfast & Books 는 가족들이 쇼핑하며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PTA가 후원하는 도서 박람회 (Book Fair) 의 수익금은 책, Scholastic News 잡지 및 
교실 및 도서관 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ALL for BOOKS 동전 모으기 운동 (LOOSE CHANGE DRIVE)   
도서 박람회 (Book Fair) 행사와 더불어 스칼라스틱 (Scholastic) 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떨즈데이 폴더 안에 보내드린 봉투에 동전과 지폐를 가져 와서 사무실 
안에 준비되어 있는 상자 (All for BOOKS box) 에 넣어 주십시요. 이 상자는 도서 박람회 패밀리 나이트 (Family 
Night) 행사에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날밤 여러분의 잔돈을 기부하시면, 북 페어 벅스 (Book Fair Bucks) 를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Art Docent Program 

Art Docent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 미술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봉사 함으로써 자녀의 수업에 참여하십시요! PTA와 MACK이 후원하는 Art Docent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예술가, 예술 요소 및 다양한 예술 기법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예술 교육내용, 재료 및 아트 프린트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주요 아트 
프로그램이며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기를 자원봉사 하시려면 kathrynhrowley@gmail.com으로 Kathryn Rowley께 
연락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D100 
Mountain Avenue PTA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올해 Ed100.org 와 제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신 
(GRADUATED) 부모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의 부모님이 졸업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십시요: www.ed100.org (로그인하시고 우리학교를 
선택하셔서 추첨에 뽑힐 기회를 높이는 걸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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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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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기 and be Safe 

 
 

http://www.ed10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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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