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December 19,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December 19

Spirit Day: HolidayHat Day!
Holiday Shop in Multi-Media Center
After School Clubs
2:15 PM- 3:15 PM LANGO Spanish, Rm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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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20

Spirit Day: Wear as much holiday decor as you can!
8:30 AM Flag Ceremony
2:45 PM GS Troop #1841, Science Lab

Monday, January 6

No School- Winter Break

Tuesday, January 7

After School Clubs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2:45 PM Missoula Rehearsals, Auditorium

Wednesday, January 8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rt Studio
2:45 PM Missoula Rehearsals, Auditorium

Thursday, January 9

After School Clubs
2:15 PM- 3:15 PM LANGO Spanish, Rm 2213
2:40 PM- 3:40 PM Chess Nuts, Lunch Shelter
2:35 PM- 3:35 PM- Parker Anderson: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Rm 8202
2:45 PM Missoula Rehearsals, Auditorium

Friday, January 10

Recycling Friday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2:45 PM Missoula Rehearsals, Auditorium

Upcoming Events

January 11 - Missoula Performance Johnny Appleseed
Rosemont Middle School

Happy Holidays! On behalf of the entire Mountain Avenue faculty and staff, we wish you all a wonderful
winter season. We are truly humbled to be part of your child’s education. Happy New Year! May 2020 be
the most amazing year YET!
~~Principal Scott, Teachers, and Staff
New Year Parking Reminders:
Parents, please remember that we only have two visitor parking spaces in the main school parking lot. If
these spots are filled up, you’ll need to park on the street. All other spaces are assigned to teachers and
staff. Many times, during the lunch portion of the day, teachers leave campus for their lunch break. It’s
important that they have parking upon their retur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2/20 Flag Ceremony
Our sweet TK and K students will be signing on this lovely morning. Fingers crossed for
sunny weather! However, should there be rain, students will perform at several Flag
Ceremonies throughout the morning in the auditorium. Due to space restrictions, if it’s
raining, parents are asked to attend the 8:30 show only. If we are outside, it could be VERY
cold. Be sure to bundle up!
Optional Spirit Days!
Students and families, join our staff spirit days this week as we countdown to winter break!
Thursday, December 19 - Holiday Hat day!
Friday, December 20 - All out! Wear as much holiday spirit gear as possible!
PTA Holiday Shop
Today is the LAST day for the holiday shop. It will close promptly after school.

Recycling Fridays
Collect your cans and plastic bottles (with CRV only, please) during this winter break-- our next
recycling day returns on the Friday AFTER Winter break, January 10th. All proceeds benefit the
Class of 2020.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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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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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eadline to turn in entry form is Friday, January 17th. See
PeachJar for entry forms as well as signup using the weblink:
https://www.signupgenius.c om/go/5080a45a4ae23a4f94 -science1.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handouts in the office, or come to the Q&A Info Meeting on Thursday, December
12th in the auditorium after school from 2:15-3 p.m. to pick up a poster board, handout, and
have your questions answered. A parent or parent permission form is needed to attend.
Projects are due in the auditorium on Thursday, January 30th, and the Science Fun Fair is
on Friday, January 31st. Our theme this year is 'Light the Path to Discovery" and we will have the
Kidspace Discovery Dome mobile planetarium show for students to have an immersive experience
exploring the universe on Family Night, which is from 4:30-7 p.m. on Friday, January 31st. Contact Jackie
Bodnar at jackiebodnar@gmail.com or Meena Arunachalam a t mail2meena@yahoo.com with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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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book Club
Do you have photos you want to share with the Yearbook Club? Here is the link: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Using this link, your photos will
automatically appear in our yearbook editing platform! Thank you for sharing!

Disclaimer: With so many submiss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r uploaded
photo will be used in the yearbook

SHOP with Amazon
Don’t forg e t tha t e ve ry time you shop with Am a zon, a p e rce nt of your purcha s e come s to
Mounta in Ave nue ’s 6th gra de ! How do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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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 m a zon.com/ ?_ e ncod ing=UTF8&ta g=m ounta ve nue le 20&linkCod e =ur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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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 in Ave nue p a rticipa te s in PBIS, which sta nds for Positive Be ha vior Inte rve ntions
a nd Sup ports. Our Sta te m e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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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19,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December 19

스피릿 데이 (Spirit Day): 할러데이 모자 (Holiday Hat) Day!

할러데이 샵 (Holiday Shop) 멀티-메디아 센터 (Multi-Media Center)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Rm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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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20

스피릿 데이 (Spirit Day): 할러데이 장식을 최대한으로 많이 입기!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2:45 PM 걸스카웃 Troop #1841, 싸이언스 랩
월요일, January 6

No School - 겨울방학 (Winter Break)

화요일, January 7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20 PM 렛츠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2:45 PM 미졸라 (Missoula) 리허설 (Rehearsals), 오디토리엄

수요일, January 8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아트 스튜디오
2:45 PM 미졸라 (Missoula) 리허설 (Rehearsals), 오디토리엄

목요일, January 9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Rm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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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PM 미졸라 (Missoula) 리허설 (Rehearsals), 오디토리엄

금요일, January 10

리싸이클링 (Recycling Friday)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5 PM 미졸라 (Missoula) 리허설 (Rehearsals), 오디토리엄

다가오는 행사들

January 11 - 미졸라 (Missoula) 공연 –
Johnny Appleseed
로즈몬 중학교 (Rosemont Middle School) 에서

Happy Holidays! Mountain Avenue 의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 멋진 겨울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가오는 2020 년이 가장 멋진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 스캇 교장선생님, 선생님 & 교직원 드림
새해 파킹 (Parking) 주의사항:
학부모 여러분, 본교 메인주차장에는 방문자 주차 공간이 2 곳 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요. 이 두 곳이
가득 차면 거리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공간은 교사와 교직원을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하루 중
점심시간 동안에 교사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종종 캠퍼스를 떠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20 아침조회 (Flag Ceremony)
우리의 귀여운 TK 와 K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아침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학생들은 강당에서 아침 내내 여러차례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8:30 에 하는 첫번째
공연에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행사를 갖게 되면, 매우 추울 것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스피릿 데이 (Spirit Days)!
학생과 가족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겨울방학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위한 직원들의 스피릿 데이
(Spirit Days) 에 동참하십시요!
Thursday, December 19 - 할러데이 모자 (Holiday Hat) Day!
Friday, December 20 - 할러데이 장식을 최대한으로 많이 입기!
PTA Holiday Shop
오늘은 할러데이 샵 (Holiday Shop) 마지막 날입니다. 방과 후에 곧 문을 닫습니다.
리싸이클링 Recycling Fridays
이번 겨울방학 동안 캔과 플라스틱병 (CRV 마크가 써있는 것만 부탁드립니다) 을 모아
주십시요. 겨울방학 후, 금요일, 1 월 10 일이 다음 재활용일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졸업반 Class
of 2020 에게 혜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Art Docent Program
Art Docent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 미술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봉사
함으로써 자녀의 수업에 참여하십시요! PTA 와 MAC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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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으로 Kathryn Rowley 께 연락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과학 박람회 (Science Fair)
과학 박람회 (싸이언스 펀 페어 Science Fun Fair) 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TK-6
학년은 실험, 연구, 공학 / 기술, 수집, 모델 및 데모의 6 가지 범주로 과학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따로 없으며, 참가하는 모든 학생은 리본/인증서
(ribbon/certificate) 를 받습니다.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금요일, 1 월 17 일 입니다.
참가 양식은 PeachJar 를 참조하시거나 다음 링크를 이용해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science1 등록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의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포스터 보드나 안내 유인물를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목요일, 12 월 12 일, 방과 후, 오후 2:15 부터 3 시에 강당에서 개최되는 Q&A 인포 미팅에 참석하십시요.
참석하려면 부모가 함께 하시거나 부모동의서 (parent permission form) 가 필요합니다. 프로젝은 목요일, 1 월
30 일까지 오디토리엄에 제출되어야 하며, Science Fun Fair 는 금요일, 1 월 31 일에 개최 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는 '발견의 길을 밝히는 것 (Light the Path to Discovery)' 이며, 금요일, 1 월 31 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7 시까지 열리는 Family Night 에서 우주를 탐험하는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는 Kidspace Discovery Dome
모바일 플래네테리움 쇼를 갖게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Jackie Bodnar jackiebodnar@gmail.com 또는 Meena
Arunachalam mail2meena@yahoo.com 께 문의하십시요.
ED100
Mountain Avenue PT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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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 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어북 클럽 (Yearbook Club)
Yearbook Club 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십니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사진이 저희 이어북클럽 편집 플랫폼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제출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사진이 이어북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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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venuele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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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