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March 14,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March 14 HoneyBird Dine Out- All Day 
Second Grade Teacher Coffee 
After School Clubs 
LANGO Spanish Class  
Parker Anderson Cooking Class, Rm 8202 
1st-6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March 15 Sixth Grade Promotion Portrait Pictures  
8:30 AM Flag Ceremony : MACK Jog-a-Thon Awards 
After School Clubs 
Science Club : Nature Journaling  

March 18-22 SPRING BREAK  

Monday, March 25 Staff Development Day - No School 

Tuesday, March 26 School Resume 
After School Clubs 
Kerbal Space Club, Computer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Wednesday, March 27 After School Clubs 
1st-6th Grade Game Time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Thursday, March 28 Student Council Used Book Sale Begins 
5:30 PM PTA Founders’ Day 
After School Clubs 
Parker Anderson Cooking Class Academy, Rm 8202 
1st-6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March 29 Student Council Used Book Sale  
Recycling Friday  
Spirit Day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 01411, Library  
Girl Scout # 1841, Science Lab 

Upcoming Events  April 5 Son VIP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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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E for Mountain Avenue! 

Once per day from March 11 - March 22 
 
Dear Mountain Avenue Community!  
 
Mountain Avenue is participating in the Scholar Dollars Program. This program, 
brought to us by State Treasurer Fiona Ma and ScholarShare 529, will award more 
than $300,000 to California’s K-8 public and charter schools in 2019. The 
ScholarShare 529 Scholar Dollars Program can support extracurricular and 
enrichment programs.  Help our school earn an award by voting for our school 
once per day per EMAIL  from March 11 to 22 at 
http://w ww.myscholardollars.com/vote/?show_school=1529 . 
The school with the most votes per category will win $15,000! Voting is open to 
individuals who are over the age of 18, including parents, relatives, friends, faculty, 
and school officials. Voting opens at 8:00 AM PT this coming Monday, March 11th. 
Supporters may vote once per day through 11:59PM PT on Friday, March 22nd. 
Thanks for your support!  
Go Bears!  
               Principal Scott  
 

GUSD Parent Culture Survey – Due Friday, March 15 
Share your thoughts about academics, culture, and safety at our schools by completing our GUSD 
Parent Culture Survey! Your answers will help your principal and the leaders in our school district make 
our schools better for every student.   Complete the survey online by visiting 
www.gusd.net/parentsurvey . The online survey is available in English, Armenian, Korean, and Spanish. 
Paper versions of the survey are also available in the main office in English, Armenian, Korean, and 
Spanish. 
Please complete the survey by Friday, March 15. We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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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ED when you come to your appointment!  2019-2020 

Sign Up Genius Enrollment . Thank you!  
 

Lost and Found Items will be donated 
Dear Parents, 
Please be advised that our lost and found will be donated tomorrow, Friday, 
March 15 at 4:00pm.   Please have your child look in the lost and found, located 
by the elevators, if they have any lost items.  
Thank you, 
Mountain Ave Office 

 
M.A.C.K 

M.A.C.K Jog-a-thon  
THANK YOU students a nd pa rents for a  GREAT jog-a -thon la st Frida y!!!  The  fina l dea dline  for 
pledges is Frida y, Ma rch 29.  There a re  lots of a wesome prize opportunities:  $ 50 ea rns a  
meda l, $ 100 ea rns a n invite  to the  DJ /Ga me Truck/Infla ta bles/Pizza  Pa rty, a nd the  top 
fundra iser per gra de leve l wins a  Kindle .  Our school's  top fundra iser will win a  touchscreen 
Chromebook.  Tha nk you for supporting MACK a nd ra ising funds to he lp our a ma zing school!  
Go Bea rs!!!  
 

 
 

http://www.myscholardollars.com/vote/?show_school=1529
http://www.gusd.net/parentsurvey
http://www.gusd.net/parentsurvey
http://www.gusd.net/parentsurvey
https://www.signupgenius.com/go/10c0545afac2fa4f94-welcome
https://www.signupgenius.com/go/10c0545afac2fa4f94-welcome


 
 
 
 

Korean Parents Group Dine-Out Night 
Join us at Honeybird in La Canada for a Dine-Out Fundraiser!  It will be on March 14, 
Thursday, from 11am-9pm, all day!  Honeybird will be donating 20% of sales, be sure to 
drop your receipt in the box for your order (to-go, phone orders are welcome).  
Honeybird, 714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818-415-0489. 
 

 
Information from PTA 

 
Yearbook 
Pa rents, ha ve  you ever wa nted to volunteer but were  una ble  to do so during school hours? 
Now is your cha nce  —  the  Yea rbook Committee  NEEDS your he lp! All work is  done  
remote ly from the  convenience  of your computer. Tra ining ca n a lso be  done  via  online  
tutoria ls . Plea se  join us in the  crea tive  fun of building our school's  Yea rbook. Additiona l 
informa tion ca n be  found on the  Pea chJ a r Flyer.   

 
6th Grade  

SHOP with Amazon 
Don’t forge t tha t every time  you shop with Ama zon, a  percent of your purcha se  
comes to Mounta in Avenue ’s 6th gra de !  How does it work?  Ma ke  sure  you click 
the  link BEFORE going to the  website .  The  link is  a lso a va ila ble  on the  Mounta in 
Avenue  We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 /www.a ma zon.com/?_encoding=UTF8&ta g=mounta venuele -20&linkCode=ur2& 
a mp=1789&crea tive=9325 

 
Peachjar (Flyers) 

There’s a n ea sie r wa y to view flyers! Here  is  the  link for Pea chja r, where  you would be  a ble  to view 
a ll the  flyers tha t ha s to do with School a nd everything in be tween! 
Plea se  sta rt re fe 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rs! Pea chja r Flyers   

 
 

PBIS 
Mounta in Avenue  pa rtic ipa tes in PBIS, which sta nds for Positive  Beha vior Inte 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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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F 2nd Through 6th Grade 
GEF Summer School is offering a special class for current 2nd through 7th grade students at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Summer Theater Camp is a non-credit enrichment class taught by the drama 
teachers at Crescenta Valley High.  The class is from 8:00 to 10:30, from June 17 to July 2.  Tuition is 
$150 plus a $10 materials fee.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 a nd a re  due  by April 16.   
 
GEF 6th Grade 
GEF Summer School is  offe ring a  specia l c la ss for current 6th gra de  students a t Crescenta  Va lley a nd 
Glenda le  High Schools to he lp them prepa re  for middle  school.  Get Rea dy for Middle  School Ma th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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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efsummerschool.org/


 
 
 
 

non-credit enrichment cla ss empha sizing the  importa nce  of diffe rent a pproa ches to ma th.  The  cla ss is  
from 8:00 to 10:30, from e ither J une  17 to J uly 2, or J uly 3 to J uly 19.  Tuition is  $ 150. 
There  will be  two pa rent nights… Ma rch 26, 6:15 pm a t Crescenta  Va lley High School, a nd Ma rch 28, 
6:30 pm a t Wilson Middle  School. 
For further informa 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 tion forms a re  a va ila ble  
on the  website , a nd a re  due  by April 16.   

 

http://www.gefsummerschool.org/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March 14,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March 14 허니버드 (HoneyBird) 다인아웃 (Dine Out) - 하루종일 

2학년 학부모님 선생님 대접 (Teacher Coffee)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랭고 (LANGO) 스패니쉬 
파커 앤더슨 Cooking Class, Rm 8202 
1학년- 6 학년 테니스 (Tennis) & 축구 (Soccer)  
체스넛츠 (Chess Nuts)  

금요일, March 15 6학년 졸업사진 (Promotion Portrait) 촬영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MACK Jog-a-Thon Awards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싸이언스 클럽 (Science Club) : Nature Journaling  

March 18-22 봄방학 (Spring Break) 

월요일, March 25 Staff Development Day - 학교 휴무 No School 

화요일, March 26 학교 개학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 Kerbal Space Program, 컴퓨터 랩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수요일, March 27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1학년 - 6학년 게임 타임 (Game Time) 
Davidian-Mariamian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목요일, March 28 학생회 (Student Council) 중고책 세일 (Used Book Sale) 시작 
5:30 PM PTA 창립 기념일 (Founders’ Da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파커 앤더슨 Cooking Class Academy, Rm 8202 
1학년- 6 학년 테니스 (Tennis) & 축구 (Soccer)  
체스넛츠 (Chess Nuts) 

금요일, March 29 학생회 (Student Council) 중고책 세일 (Used Book Sale) 
재활용 금요일 (Recycling Friday)  
스피릿데이 (Spirit Day)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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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걸스카웃 (Girl Scout) #1841, 싸이언스 랩 

다가오는 날짜들 April 5 아들과의 댄스파티 Son VIP Dance  

 

마운튼애비뉴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요! VOTE for Mountain Avenue! 

하루에 한번씩March 11 - March 22 

친애하는 마운틴 애비뉴 커뮤니티! 

마운틴 애비뉴는 학자금 프로그램 (Scholar Dollars Program)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재무관 Fiona Ma와 ScholarShare 529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2019 년에 

캘리포니아의 K-8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에 300,000 달러 이상을 수여할 것입니다. 

ScholarShare 의 529 Scholar Dollars 프로그램은 새로운 과학 실험실 물품, 밴드 유니폼, 

튜러링 프로그램, 등등의 과외 활동 및 추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월 

11일부터 22일까지, http://www.myscholardollars.com/vote/?show_school=1529 에서 

하루에 한번씩 우리 학교에 투표함으로써 우리 학교가 상을 수여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당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학교가 상을 받게 됩니다! 투표는 부모, 친척, 친구,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를 포함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월요일, 3월 11일 오전 8 시에 열립니다. 지지자들은 금요일, 3월 22일, 오후 11시 59 

분까지 1일 1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우 베어즈! 

        교장 스캇 (Principal Scott) 

 
GUSD Parent Culture Survey – Due Friday, March 15 

글렌데일 교육구 (GUSD) 의 학부모 문화 조사 (GUSD Parent Culture Survey) 설문에 

답하셔서 학교에서의 학업, 문화 및 안전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은 교장 선생님과 교육구의 지도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www.gusd.net/parentsurvey 를 

방문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십시요. 온라인 설문조사는 영어, 아르메니아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설문지의 종이 버전 또한 학교 사무실에 영어, 

아르메니아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답변은 금요일, March 15 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고대합니다! 

 
2019-2020 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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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은 도네이션하게 됩니다. Lost and Found Items will be donated 

학부모 여러분,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내일, 금요일, 3 월 15 일 오후 4 시에 도네이션될 것입니다.  
분실물이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분실물 보관소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게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마운틴 애비뉴 오피스 드림 

http://www.myscholardollars.com/vote/?show_school=1529
http://www.gusd.net/parentsurvey
https://www.signupgenius.com/go/10c0545afac2fa4f94-welcome


 
 
 
 

 

 
 

M.A.C.K 
M.A.C.K Jog-a-Thon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Jog-a-Thon 을 훌륭히 마칠 수 있게 해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한 

돈은 3월 29일까지 보내 주십시요. 기금모금에 대한 많은 상품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금 50불을 모금한 

학생은 메달을 받게 됩니다. 100불 또는 그 이상을 모금한 학생은 DJ/게임트럭/피자파티 (DJ/Game 

Truck/Pizza party) 에 초대될 것입니다. 각 학년별로 최고의 금액을 올린 학생은 킨들 (Kindle) 을 받게 됩니다.  

학교 전체에서 최고의 금액을 모금한 학생은 새로운 타치스크린 크롬북을 받게 됩니다. MACK 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의 훌륭한 학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우 베어즈!  

 
Korean Parents Group Dine-Out Night 

La Canada의 Honeybird 에서 갖는 Dine-Out 기금모금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요! 목요일,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종일 진행됩니다. Honeybird 는 판매액의 20%를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문에 대한 영수증을 박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oGo, 전화 주문도 환영합니다).  

Honeybird, 714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818-415-0489. 

 

 

 

Information from PTA 

 

YearBook (학교 앨범) 

학부모님,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 수업시간 중에 하실 수 없었습니까? 이제 

귀하의 기회입니다 – 학교 앨범 제작 위원회 (Yearbook Committee) 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모든 작업은 여러분 컴퓨터의 편의성을 통해 원격으로 

수행됩니다. 온라인 자습서 (online tutorials) 를 통해 사용방법 습득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학교앨범 (Yearbook) 을 만드는 창조적인 재미에 함께 동참하십시요. 추가 

정보는 PeachJar 전단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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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1789&creative=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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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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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F 2nd Through 7th Grade 

GEF (Glendale Educational Foundation) 써머스쿨은 현재 2 학년부터 7 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수업을 

Crescenta Valley 고등학교에서 제공합니다. Summer Theater Camp 는 Crescenta Valley High의 드라마 담당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넌크레딧 (non-credit)  보충수업 (enrichment class) 입니다. 수업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8시부터 10시 30 분 까지입니다. 수업료는 150 불이며 재료비 10불이 추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웹싸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GEF 6th Grade 

GEF (Glendale Educational Foundation) 써머스쿨은 중학교 준비를 돕기 위해 Crescenta Valley 와 Glendale 

High School에서 현재 6 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수업을 제공합니다. 중학교를 위한 준비수학은 수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넌크레딧 (non-credit)  보충수업 (enrichment class) 입니다. 수업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또는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수업료는 150 

불입니다. 

2 차례에 걸쳐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의 밤 (parent night)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월 26 일 오후 6시 15분에 

Crescenta Valley High School에서, 3월 28일 오후 6 시 30 분에 Wilson 중학교에서 

더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웹싸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http://www.gefsummerschool.org/
http://www.gefsummer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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