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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October 10

PTA Teacher Coffee -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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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Science Lab

Friday, October 11

Spirit Day - Sports Day
8:30 AM Flag Ceremony- Cooperation / MACK Kick-off
After School Clubs
Science Club, Auditorium

Monday, October 14

Columbus Day
Instrumental Music
After School Clubs
2:40 PM- 3:40 PM 1st- 6th Grade Basketball, Upper Field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rt Studio
1:05 PM- 2:05 PM Kinder Tennis, Primary Field
2:20 PM- 3:50 PM TK- 3rd Grade Drama Maniacs, Rm 8103
2:40 PM- 4:15 PM 4th-6th Grade Drama Maniacs, Rm 2227
2:45 PM- 4:15 PM Yearbook Club, Rm 2214

Tuesday, October 15

After School Clubs
2:40 PM- 3:40 PM Chess Nuts, Lunch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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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16

6:00 PM M.A.C.K Annual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Art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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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
Thursday, Octo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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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Science Lab

Friday, October 18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Mrs. Stephan/ PTA Red Ribbon Week
9:00 AM- PTA E-Board Meeting, Rm 8202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Troop #1841, Rm 8201
Boy Scouts of America Pack # 360, Auditorium

Upcoming Events

October 21-24 - Red Ribbon Week
October 24 - Halloween Carnival
October 25 - NO SCHOOL for students

Tree Planting Ceremony
On Friday, October 11 at 9:30, a tree will be planted at Mountain Avenue honoring 2nd
Grade Student, Joshua Park for being a Grand Prize Winner at the 2019 I Love My
Neighborhood Poster Contest. Congratulations Joshua! A huge thank you to the I
Love My Neighborhood Poster Contest committee for this beautiful addition to our
campus. Get ready students for the 2020 contest…poster paper will be coming in
November! Let’s see how many students create posters for this awesome contest!
The Great California Shake-Out
On October 17 at 10:00 all Mountain Avenu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an Earthquake Drill as part of the Great California Shakeout Event. This
is a good time for families to talk with each other about your home plan, should an
emergency occ ur. Take time to evaluate your emergency supplies in your home and come
up with a solid plan should an Earthquake happen.
Drug Enforcement Agency (DEA) Assembly on October 17
The DEA offers a free assembly to elementary schools to empower students to
make healthy life choices. They will bring law enforcement vehicles to campus.
The assembly will be at 1:15pm on the upper field area. Kindergarten students,
accompanied by parents, are welcome to join us. This was the only time frame
that the DEA could accommodate our school.
Join us for an ELAC Meeting!
All parents are welcome to join us at the first English Language Advisory
Committee (ELAC) Meeting of the school year! October 16th , 2019,2:45 P.M.
Staff Lounge
What is ELAC?Each California Public School from Kindergarten through

grade 12, with 21 or more English learners must form a functional English
Learner Advisory Committee (ELAC). The ELAC is a committee for parents or other community members
who want to advocate for Eng lish Learners. The purpose of ELAC is to advise the principal and school
staff on programs and services for English learners and the School Site Council (SSC) on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 School Plan for Student Achievement. The ELAC also assists the school on other tasks listed
below:

●
●
●
●

The school’s program for English learners.
The school’s needs assessment.
The school’s annual language census or R-30.
Efforts to make parents aware of the importance of regular school attendance.

AGENDA
1.
2.

We lcome a nd Introductions
ELAC Re sponsibilitie s: Wha t is the La ngua ge Advisory Committe e (ELAC)?
By La ws – Me rging ELAC a nd SSC
Ele ction of DELAC re pre s e nta tive
3. DELAC Me e ting Da te s - he ld a t the District offic e
4. ELD (English La ng ua ge De ve lopm e nt) Progra m
a . How is a stud e nt pla c e d in a n ELD progra m a nd give n a n initia l le ve l?
b. How doe s a te a c he r give s a stud e nt a n ELD gra d e using d e scrip tors?
c. Wha t is done diffe re ntly in the cla ssroom for my Englis h La ngua ge Le a rne r (ELL)?
d. Wha t is Re cla ssific a tion?

MACK -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Annual Meeting
The MACK Annual Meeting is on Wednesday, October 16, 2019. This is
an important meeting where our foundation shares all of the initiatives it
has to support our amazing school. Please join us at 6:00pm on the
patio. As an added bonus, Kindergarten students will perform at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Hope to see you there!
MACK Annual Fund
MACK'S ANNUAL FUND DRIVE STARTS TODAY! Donate now to support our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s at Mountain Avenue that are no longer funded by the state. Plea se see the flyer in your child’s
Thursday Folder today for more information. Send in your donation in the attached envelope or contribute
online at tinyurl.com/MACKgiving . Questions? Contact Amelia Lapeña at MACKAnnualFund@gmail.com.
THANK YOU!
Halloween Carnival Korean BBQ Pre-Order
Order your KBBQ plate today for the Halloween Carnival! Enjoy a
delicious plate of Korean BBQ ribs plus other traditional Korean sides for
$13 and with your pre-order, you will receive a free drink! Vegetarian
plate (without ribs) is also available for pre-order. Go to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and place your order!
See you at the Carnival! Any questions, you can email
mountainavekpg@gmail.com
Halloween Carnival
Ghosts & Goblins, Halloween Carnival is approaching! Come join us
at this spooktacular event October 24th from 4:30pm -7:30pm. Wear
your costume and join in all the fun. There are more slides and
obstacle courses as well as tons of booth games and the ever
famo us Cake Walk!!! Pre-sale tickets are on sale NOW at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 Tickets are 1/$20
2/$35 3/$45 4+/$15ea $25/ea at the door. Discounted ticket sales
end on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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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10,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October 10

PTA 선생님 커피 대접해 드리는 날 (Teacher Coffee) - 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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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싸이언스 랩

금요일, October 11

스피릿데이 (Spirit Day) – 스포츠데이 (Sports Day)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협력 (Cooperation) / MACK 킼오프 (Kick-off)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싸이언스 클럽 (Science Club), 오디토리엄 (Auditorium)

월요일, October 14

콜럼버스데이 (Columbus Day)
기악부 (Instrumental Music)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농구 (Basketball), 어퍼휠드 (Upper Field)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1:05 PM - 2:05 PM 킨더 테니스 (Kinder Tennis), 메인 운동장 (Primary Field)
2:20 PM - 3:50 PM TK – 3 학년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8103
2:40 PM - 4:15 PM 4 학년 - 6 학년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2227
2:45 PM - 4:15 PM 이어북 클럽 (Yearbook Club), Rm 2214

화요일, October 15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0 PM - 3:40 PM 체스넛츠 (Chess Nuts), 런치쉘터 (Lunch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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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16

6:00 PM M.A.C.K 연례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아트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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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

목요일, Octo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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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싸이언스 랩

금요일, October 18

7:30 AM 합창부 (Chorus)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Mrs. Stephan/ PTA 레드리본 주간
9:00 AM - PTA E-보드 미팅, Rm 8202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Troop #1841, Rm 8201
보이스카웃 (Boy Scouts of America) Pack # 360, 오디토리엄

다가오는 행사들

October 21-24 - 레드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October 24 - 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October 25 - 학교 휴교 NO SCHOOL for students

기념식수 (Tree Planting Ceremony)
금요일, 2019 년 10 월 11 일, 9:30 에 2019 I Love My Neighborhood 포스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2 학년 학생, Joshua Park 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가 마운틴 애비뉴에
심어집니다. 축하합니다, 좌슈아! 우리 캠퍼스에 이 아름다움을 추가시켜준 I Love My
Neighborhood 포스터 콘테스트 위원회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 년 콘테스트 준비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요. 포스터 종이는 11 월에 배포됩니다! 이 멋진 공모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The Great California Shake-Out
10 월 17 일 10:00 에 모든 Mountain Avenue 학생들은 Great California Shakeout 이벤트의
일환으로 지진훈련 (Earthquake Drill) 에 참여하게 됩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플랜에 대해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진발생 시를 대비해 비상
용품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 두십시요.
Drug Enforcement Agency (DEA) 어셈블리 10 월 17 일
DEA (마약단속단) 는 초등학교에 무료 어셈블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집행 차량을 학교 캠퍼스로 가져올
것입니다. 어셈블리는 어퍼필드 (upper field) 에서 오후 1 시 15 분에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부모님이 동행하는 경우에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DEA
(마약단속단) 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였습니다.
ELAC Meeting 에 참석해 주세요!
이번 학년도의 첫번째 영어자문위원회 (ELAC - English Language Advisory
Committee) 회의에 모든 학부모님들은 초대합니다! 2019 년 10 월 16 일, 오후 2 시
45 분에, 스태프라운지 (Staff Lounge) 에서 모입니다.
ELAC 란 무엇일까요? 21 명 이상의 영어 학습자가 있는 유치원에서 12 학년까지의
각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기능적인 영어자문위원회 (ELAC)를 구성해야 합니다. ELAC 는 영어 학습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부모 또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ELAC 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교장과 교직원에게 조언하는 것과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학교 계획의 개발에
관하여 학교위원회 (SSC - School Site Council) 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자문위원회 (ELAC - English
Language Advisory Committee) 는 아래에 열거된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학교를 돕습니다.
•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

학교의 연간 언어 센서스 또는 R-30.

•

정상적인 학교출석의 중요성을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

의제 (AGENDA)
1.

환영과 소개

2.

ELAC 책임: ELAC (언어 자문위원회) 란 무엇입니까?
법률에 따라 (By Laws) – ELAC 및 SSC 병합
DELAC 대표자 (representative) 선출

3.

DELAC 미팅 날짜 - 교육구 사무실에서

4.

ELD (영어 개발) 프로그램
a.

학생은 어떻게 ELD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초기 레벨이 정해집니까?

b. 교사는 표준평가자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학생에게 ELD 성적을 주게 됩니까?
c.

영어 학습자 (ELL - English Language Learner) 를 위해 교실 내에서 다르게 수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d. 재분류 (Reclassification) 란 무엇입니까?

MACK -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연례 미팅 (Annual Meeting)
MACK 연례 미팅이 수요일, 2019 년 10 월 16 일에 있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
재단이 우리의 놀라운 학교를 지원해야만 하는 모든 기본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중요한 미팅입니다. 페리오에서 오후 6 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요. 추가되는
보너스로, 유치원 학생들이 회의가 끝날 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MACK 연례 기금모금 (Annual Fund)
MACK 의 연례 기금모금 행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더이상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Mountain Avenue 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해 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자녀의 떨즈데이 폴더에 있는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봉투에 기부금을 보내 주시거나 tinyurl.com/MACKgiving 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십시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MACKAnnualFund@gmail.com 으로 Amelia Lapeña 께 문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Korean BBQ 사전주문 (Pre-Order)
할로윈 카니발을 위해 코리안 BBQ 를 오늘 주문하십시요! 맛있는 코리안 BBQ
갈비와 다른 전통 한국음식을 13 달러에 즐기실 수 있으며, 미리 주문하시게 되면
음료 하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식자를 위한 베지테리안 플레잇 (갈비를
뺀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 도 사전주문 (pre-order) 이 가능합니다. 다음링크를
클릭하셔서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미리 주문하십시요.
카니발에서 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mountainavekpg@gmail.com 로 이메일
주십시요.

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고스트와 가블린, 할로윈 카니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 월 24 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7 시 30 분까지 이 놀라운 이벤트에 참석하십시요. 여러분의 할로윈
커스튬을 입으시고 행사의 많은 재미와 함께 하십시요. 더 많은 슬라이드와
장애물 코스 뿐 아니라 수많은 게임과 유명한 케이크 워크 (Cake Walk) 도
있습니다! 사전 티켓은 현재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에서 판매 중입니다. 티켓은 하나에 20 불, 두개에 35 불, 3 개에 45 불, 그리고 4 개 이상을 사실 때는 하나당
15 불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하나당 25 불에 판매됩니다.
할인된 금액의 티켓구입은 10 월 21 일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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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