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7,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November 7

3rd Grade Field Trip - Cabrillo Marine Aquarium
6:30 PM PTA Association Meeting and PTA Reflections Awards, Audi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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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erSoccer, Primary Yard
2:40 PM- 3:40 PM Chess Nuts, Lunch Shelter

Friday, November 8

Make-Up Pictures
7:30 AM Chorus
8:30 Flag Ceremony - Veteran’s Day / Ms. Leining’s Class
Yogurt Sale Gr TK/K - Kinder Ramp
Gr 1-6th - Lunch Benches
2:45 PM- 5:30 PM- Fall Beautification

Monday, November 11

No School - Veteran’s Day

Tuesday, November 12

8:30 AM- 9:30 AM GATE Hour, Science Lab
8:00 PM- Missoula Registration Portal Opens!
After School Clubs
2:40 PM- 3:40 PM 1st- 6th Grade Pickleball, Upper Field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00 PM-4:30 PM-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Wednesday, November 13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Jr. Robotics, Rm 8202 (1st
-3rd Grade)
2:40 PM WindTree: Robotics, Science Lab (4th
-6th Grade)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2:40 PM- 3:45 PM Math Team, Rm 8203

Thursday, November 14

Honeybird Dine-Out!
End of First Trimester
PTA Teacher Coffee - 5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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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di Training Academy!, Rm 8201
2:35 PM- 3:35 PM- Parker Anderson: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Rm 8202

Friday, November 15

Student Holiday - No School

Upcoming Events

November 21 - 1st-6th Grade Report Cards Sent Home
November 22 - Minimum Day (Parent Conference)
November 25 - November 29 Thanksgiving Break - N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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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ful in November - As a staff we are focusing
on what we are thankful for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We are
showing our thanks by writing positive notes to each other, students,
and more! We’d like to include you in our Thankful November initiative.
As a family, reflect on what you are thankful for and how you can show
your appreciation to others. As a staff, we are thankful for a committed
community that a re consistent educational partners with us! Together
we help students achieve great things! #LearningisaJourney
#ThankfulinNovember #GoMountainAveBears!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Our Educational Foundation
The Annual Fund has raised $42,915, but we still need your help. Maybe you've
forgotten to write your check? Only 31% of our families have contributed to the wellbeing of 100% of our students. Without your contribution, MACK will need to cut funding
for programs and tools vital for our teachers and our students to succeed. MACK will
invest at least $100,000 in programs for our children for the 2019-20 school year. Join
MACK's commitment to ALL Mountain Avenue students by supporting our Annual Fund
and donate today. Your contribution is key. All donation amounts are greatly
appreciated. See the PeachJar flyers for more information. Online contributions at
tinyurl.com/MACKgi ving welcome. Questions? Contact Amelia Lapeña at MACKAnnualFund@gmail.com.
To be entered in the drawings for the Disney tickets or included in the classroom competition, please
make your donation by Thursday, November 7, 2019. THANK YOU!
Fall Beautifica tion
Roll up your sleeves and join us for FALL BEAUTIFICATION on Friday, Nov. 8 from 2:45
-5:00 PM.
We will be digging, weeding, cutting, and planting! Sign up using this link: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 -fall1 or email Kathy Necus at
kathnecuspta@gmail.com . Water and light snacks provided. Sponsored by Mountain Avenue
PTA.
Friday Frozen Yogurt
Enjoy Friday Fro-Yo after school on November 8th. A variety of flavors, including dairy-free
options, will be available for $3.00 each. The TK and Kinder students can purchase yogurt
after their dismissal at the top of the Kinder ramp. Grades 1st -6th can purchase yogurt after
dismissal at the lunch benches.
Cash or checks made to Mountain Avenue Student Body only please.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6th grade!
Reflections Award Ceremony & PTA Association Meeting
All are invited to attend our Reflections Awards Ceremony & PTA Association meeting on Thursday, Nov. 7
at 6:30 PM. Following a brief PTA meeting, our Reflections Awards Ceremony will showcase students'
winning artwork. Refreshments will be served. Armenian and Korean translators will be provided.
GUSD Food Pantry
WANTED: SNACKS!! Mountain Ave. T
PA & GUSD are teaming up to the stock the GUSD Food
Pantry. These items go directly to GUSD students in need. From Nov. 4- Nov. 8, please donate
these snack-sized, NUT-FREEitems: cereal & granola bars, pretzels, cheese crackers, fruit cups

in juice, and applesauce cups. Collection boxes will be in the main office. Anyque stions, conta ct Ka thy
Ne cus a t ka thne cus pta @g ma 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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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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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a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 20&linkCode=ur2&cam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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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7,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November 7

3 학년 필드트립 (Field Trip) – 카브리요 해양 수족관 (Cabrillo Marine Aquarium)
6:30 PM PTA 연합회 미팅 & PTA Reflections 수상자 시상식, 오디토리엄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Rm 2213
2:40 PM 1 학년 - 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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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November 8

사진 재촬영일 (Make-Up Pictures)
7:30 AM 합창부 (Chorus)
8:30 아침조회 (Flag Ceremony) - Veteran’s Day / Ms. Leining 클라스
요거트 쎄일 (Yogurt Sale) TK/K - 킨더 램프 (Kinder Ramp)
1 학년 - 6 학년 - 런치 벤치 (Lunch Benches)
2:45 PM - 5:30 PM - 가을 환경미화 (Fall Beautification)

월요일, November 11

학교휴무 No School – Veteran’s Day

화요일, November 12

8:30 AM - 9:30 AM 게이트 프로그램 (GATE Hour), 싸이언스랩
8:00 PM -미졸라 (Missoula) 등록시작 (Registration Portal Opens)!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피클볼 (Pickleball), 어퍼휠드 (Upper Field)
2:20 PM - 3:20 PM 렛츠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00 PM - 4:30 PM –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Rm 2223

수요일, November 13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Jr. Robotics, Rm 8202 (1 학년 - 3 학년)
2:40 PM WindTree: Robotics, 싸이언스 랩 (4 학년 - 6 학년)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2:40 PM - 3:45 PM 매쓰팀 (Math Team), Rm 8203

목요일, November 14

허니버드(Honeybird) 다인아웃 (Dine-Out)!
첫번째 학기 (트라이매스터 - Trimester) 마지막날
PTA Teacher Coffee - 5 학년 학부모 담당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Rm 2213
2:40 PM 1 학년 - 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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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i Training Academy!, Rm 8201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Anime, Cartooning, & Comic
Creation!, Rm 8202
금요일, November 15

학생들 휴일 Student Holiday - 학교휴무 No School

다가오는 행사들

November 21 - 1 학년 – 6 학년 성적표 발송
November 22 - 미니멈 데이 (Minimum Day) (학부모 컨퍼런스 Parent Conference)
November 25 - November 29 땡스기빙 방학 (Thanksgiving Break - N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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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ful in November - 교직원으로서 우리는 11 월 한달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기타 다른이에게 긍정적인 메모를 씀으로써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11 월 운동에 여러분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가족으로서, 당신이 감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직원으로서 우리와 일관된 교육
파트너인 헌신적인 커뮤니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학생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도울것입니다!
#LearningisaJourney #ThankfulinNovember #GoMountainAveBears!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Our Educational Foundation
연례 기금모금에서 $42,915 이 모금되었지만, 아직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수표 쓰는 것을 잊으셨나요? 우리 학교 가족 중의 오직 31%만이 우리학교 학생의
100% 모두의 웰빙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MACK 은 교사와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과 도구를 위한 자금을 삭감해야만
합니다. MACK 는 2019-20 학년도에 우리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최소 $100,000 를
투자할 것입니다. 연례 기금모금 운동을 지원해 주심으로 모든 마운튼 애비뉴 학생들을 위한 MACK 의 약속에
동참해 주십시요. 오늘 기부하십시요. 당신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금액의 기부를 감사히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요. tinyurl.com/MACKgiving 의 온라인 기부도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MACKAnnualFund@gmail.com 으로 Amelia Lapena 께 연락하십시요.
디즈니 티켓을 위한 추첨에 포함 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클래스별 참여도 경쟁에 포함되길 원하시면 목요일,
2019 년 11 월 7 일까지 기부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all Beautification

소매를 걷어 올리고, 금요일, 11 월 8 일, 오후 2:45 - 5:00 에 열리는 가을 환경미화 (FALL
BEAUTIFICATION) 에 참여하십시요. 우리는 땅을 파고, 제초하고, 자르고 심을 것입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싸인업해 주십시요 :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fall1
또는 kathnecuspta@gmail.com 으로 Kathy Necus 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요.
물과 가벼운 스낵이 제공됩니다. 이 행사는 Mountain Avenue PTA 가 후원합니다.
금요일 프로즌 요거트 판매 (Friday Frozen Yogurt)
Friday Fro-Yo 를 11 월 8 일, 방과 후에 즐기십시요. 유제품이 없는 (dairy-free)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맛이 각각 $3.00 에 제공됩니다. TK 와 Kinder 학생들도 방과 후에 킨더램프 상단에서
요거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6 학년은 런치벤치 (Lunch Benches) 에서 방과 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법은 현금 또는 Mountain Avenue Student Body 앞으로 쓰여진 체크만
가능합니다. 6 학년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flections Award Ceremony 시상식 & PTA 연협회 미팅
목요일, 11 월 7 일, 오후 6:30 에 Reflections Awards 시상식 및 PTA 연협회 미팅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간단한 PTA 미팅에 이어 우리의 Reflections Awards Ceremony 는 학생들의 수상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및 한국어 번역가가 제공됩니다.
GUSD Food Pantry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낵!! 마운틴 애비뉴 PTA & GUSD 는 GUSD Food Pantry 모집에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진 물품들은 도움이 필요한 GUSD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11 월 4 일부터 11 월
8 일까지 시리얼 및 그레놀라 바, 프레쯜, 치즈 크래커, 쥬스에 들어있는 과일 컵 및 애플소스 컵과
같은 스낵 싸이즈의 넛-프리 (NUT-FREE 땅콩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기부해 주십시요. 스낵모집
박스는 학교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kathnecuspta@gmail.com Kathy Necus 께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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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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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걸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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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