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 in Avenue  Elementa ry School 
Thursda y Upda te  
October 18, 2018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Korean Translation Availab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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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 October 18 10:00 am Great CA Shake-Out Earthquake Drill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Lango Spanish Class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First-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October 19 Make-up Pictures  
7:30 AM Chorus 
8:30 Flag Ceremony 
Girl Scout # 01411 
4:30 PM PTA Halloween Carnival   

Monday, October 22 Red Ribbon Week - Dress like a tourist! 
Dress Like a Tourist Day!  
6:00 PM LCAP Town Hall Meeting: Student Achievement 
After School Clubs 
Kinder Tennis  
Drama Maniac, Rm 2101 
Davidian-Mariamian, Library 
First-Sixth Grade Basketball 

Tuesday, October 23 Red Ribbon Week - Pajama Day!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5311, Science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Kerbal Space Club, Computer Lab 

Wednesday, October 24 Red Ribbon Week - Dress CRAZY!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uditorium  
Math Team, Rm 2111 
FLL Robotics Team  
Lego Robotics Club 
First-Sixth Grade Kassirer Sports- Game Time 

Thursday, October 25 Red Ribbon Week - Wear RED!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Rm 8202 
Girl Scout #1841, Library  
Lango Spanish Class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https://drive.google.com/file/d/0BwGqbNd2daGbRzFnMVFHaXhYRWFyMThTakUzcU9faWR2eGNr/view?usp=sharing


 
 

Lego Robotics , Pa rker Anderson, Rm 8201 
First - Sixth Gra de  Tennis  
Chess Nuts  

Frida y, October 26 No students -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Upcoming Dates  October 31 Halloween Parade  

 
Animals on or around campus -- Pets are such a wonderful part of our families.  
However, not all students can be around or near animals due to allergies and other 
health conditions.  Additionally, some students are not used to being around animals 
and might have discomfort with anim als around them.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animals are not permitted on the grounds of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Please be considerate with your pets outside of campus as well. 
 

Counseling Services -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Mountain Avenue has been 
assigned a Master’s Degree Social Worker Intern for the 18-19 school year.  Every 
school in Glendale Unified was assigned either a counseling intern or a social work 
intern.  All schools are very appreciative of this additional support! This will be in 
addition to our amazing Care Counselor, Cathy Miles.  Ms. Sarah Girling will be on 
campus Wednesdays and Thursdays at Mountain Avenue.  Ms. Girling is able to work 
with individual students as well as to facilitate small groups of students in social skills 

types of activities.  Please see your child’s teacher or Principal Scott for more information.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Our Educational Foundation. 
The Annual Fund, MACK's largest fundraiser of the year, is underway! Thank you to 
those who already chose to join MACK’s commitment in supporting a strong 
educational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Haven’t donated yet? YOUR 
CONTRIBUTION IS KEY. The upper grade (4-6) and the two lower grades (TK-3) classes 
with the highest participation percentage will win a bonus recess period. ANY 
DONATION AMOUNT COUNTS! See the Peachjar flyer for more information. Online 
contributions at https://tinyurl.com/MACKgiving  welcome! Questions? Contact Amelia 
Lapena at MACKAnnualFund@gmail.com. THANK YOU! 

 
Information from PTA!  

Red Ribbon Week - October 22 - 25! The theme this year is, “Life is your journey, travel drug 
free”.  PTA has organized a week of events.   
Monday - Dress like a tourist and travel through life drug free! 
Tuesday - Dress in pajamas to remember that a good night’s sleep is essential! 
Wednesday - Dress crazy - because we are crazy about making healthy choices  
Thursday - Wear RED to remember healthy choices are always best! 
Friday - No School 
 
Beautification Day 2018 
Skip the gym & get your workout at Mountain Avenue for FREE! Join us for our Fall Beautification 
Day (Part 1) on Friday, October 26 from 9AM - 12PM. We will relocate shrubs, 
prepare the raised planters in the courtyard for succulent planting, and weed the planters in  
front of the Library. Meet in the courtyard. A brief tutorial on transplanting perennials and shrubs 
will be at 9AM before work starts. Water and refreshments provided. 
 

https://tinyurl.com/MACKgiving


 
 

Yearbooks 
Want a memory book that will last a lifetime? Here is your time to pre-order your 
yearbooks! Each yearbook cost $30.00 each and PTA will be taking orders until 
October 26, 2018. Yearbooks will be delivered June 2019. We have a lot of new 
features!! Turn in an order form or purchase them through our new Mountain Avenue 
web store. PTA Student Store  
 
Halloween Carnival  
Our annual Halloween Carnival is October 19th 4:30pm to 7:30pm. Get your 
costumes and cake baking skills ready! Wristbands are on sale at drop 
off/pick up and in the pta online store! $20/1, $35/2, $45/3, $15/ea 4+, and 
$25 at the door.  We will be needing a lot of parent help so please be 
on the lookout for emails from your Room Par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Rachel Gagliardi at 

rachel_gagliardi@yahoo.com .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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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uele20&linkCode  
ur2&a mp=1789&crea tive=9325 

 
 Information from the Health Office  

Student Immunizations 
Dea r Pa rents,  

Plea se  note  tha t if your child ha s gotten a ny va ccina tions over the  Summer Brea k or 
even before  Summer Brea k, plea se  bring in a  fresh copy for me a t the  Hea lth Office  so I 
ca n upda te  the ir file . If you ha ve a ny questions rega rding your child’s immuniza tions, 
plea se  fee l free  to e ither ema il me or ca ll me a t the  office! My ema il is 
nma noukia n@gusd.ne t or ca ll the  office  a t (818)248-7766. 
Tha nk you, 
Na rineh Ma noukia n, L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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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mailto:nmanoukian@gusd.net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October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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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October 18 10:00 AM Great CA Shake-Out 지진대비 훈련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Kinder Soccer)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학년 - 6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츠 (Chess Nuts) 

금요일, October 19 학교사진 재촬영일 (MAKE-UP Pictures)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01411 
4:30 PM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월요일, October 22 레드 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 여행자처럼 옷 입기! 
Dress Like a Tourist Day! 
6:00 PM LCAP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타운홀 미팅: 학생 성과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테니스(Tennis)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 Rm 2101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1학년 - 6학년 농구 (Basketball) 

화요일, October 23 레드 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 파자마 데이 (Pajama Da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5311, 싸이언스룸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oom 8202 
Kerbal Space Club, 컴퓨터실 

수요일, October 24 레드 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 크레이지(CRAZY) 하게 옷 입기!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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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매쓰 팀 (Math Team), Room 2111 
FLL 로보틱스 팀 (Robotics Team) 
레고 로보틱스 클럽 (Lego Robotics Club) 
1-6학년 Kassirer Sports - 게임 타임 (Game Time)  

목요일, October 25 레드 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 빨간색 옷 입기!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Room 8202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1841, 도서관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Room 8201 
1학년 - 6학년 테니스 (Tennis) 
체스넛츠 (Chess Nuts) 

금요일, October 26 No students – 학교 수업 없는 날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Day)  

다가오는 날짜들 October 31 할로윈 퍼레이드 (Halloween Parade) 

 

캠퍼스 안팎에서의 동물들 (Animals on or around campus) -- 애완동물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또는 기타 건강문제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동물의 주변이나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동물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마운틴 애비뉴 학교 캠퍼스 안에 허용되지 않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캠퍼스 밖에서 또한 여러분의 애완동물에 대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슬링 써비스 (Counseling Services) - Mountain Avenue에 18-19 학년 동안 석사학위를 가진 사회복지 
인턴이 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Glendale Unified의 모든 학교에는 카운슬링 인턴 또는 쏘셜워크 인턴이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이 추가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케어 카운슬러인 캐씨 마일즈 (Cathy Miles) 에 추가되는 인력입니다. 미쓰 쌔라 걸링 
(Ms. Sarah Girling) 은 Mountain Avenue캠퍼스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Ms. Girling은 
개별 학생과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에게 소셜 기술 유형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요.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 우리의 교육 재단 
MACK의 가장 큰 모금 행사인 연례 기금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MACK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이미 함께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금모금에 참여율이 제일 
높은 고학년 (4-6 학년) 중 한 클래스와 저학년 (TK-3 학년) 중 2 클래스는 보너스 쉬는시간 
(bonus recess period) 을 얻게 됩니다. 액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치자 
(Peachjar) 에 있는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s://tinyurl.com/MACKgiving  을 통한 온라인 기부도 

https://tinyurl.com/MACKgiving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MACKAnnualFund@gmail.com으로 Amelia Lapena께 문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Information from PTA!  

 

레드 리본 주간 (Red Ribbon Week) - 10월 22일 - 25일! 올해의  주제는 "인생은 여러분의 여정, 마약없는 
여행을 즐기세요” 입니다. PTA는 1 주일간 다음과 같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월요일 - 여행자처럼 복장을하고 마약없는 인생의 여정을 즐기세요! 
화요일 - 좋은 수면(good night’s sleep) 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잠옷을 입고 등교합시다! 
수요일 - 크레이지(CRAZY) 하게 옷 입기 -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에 크레이지(Crazy) 하니까 
목요일 - 건강한 선택이 항상 최고임을 기억하며 빨간색 옷을 입고 등교합시다! 
금요일 - 학교 휴무 
 
환경미화의 날 (Beautification Day) 2018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건 관두고 Mountain Avenue에서 무료로 운동을 하십시요! 금요일,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있을 우리의 가을 미화 (Fall Beautification Day - Part 1) 에 조인하십시요. 우리는 
관목을 재배치 할 것이고, 코트야드 (courtyard) 에 다육식물 (succulent) 을 위해 자라난 나무들을 정리할 
것이고, 도서관 앞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을 하게될 것입니다. 코트야드 (courtyard) 에서 만나요. 다년생 
식물과 관목을 이식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오전 9시, 작업 시작 전에 있을 것입니다. 물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북 (Yearbooks - 학교 앨범) 
평생 간직할 메모리 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어북 (Yearbook) 을 사전주문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북은 하나당 $30.00이며, PTA는 2018년 10월 26일까지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북은 2019년 6월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문 양식을 제출하거나 또는 우리의 새로운 마운튼 애비뉴 웹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십시요.  
웹 스토어는 다음을 클릭하십시요. PTA Student Store  
 
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우리의 연례 할로윈 카니발은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입니다. 할로윈 커스튬을 구하고 케잌 베이킹 기술을 준비하십시요! 행사장 입장을 
위한 팔찌 (Wristbands) 는 아이들 드랍 오프 & 픽업 중에, 그리고 PTA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팔찌 하나에는 $20, 2개에는 $35, 3개에는 $45, 그리고 4개 
이상 구입 시에는 각각 $15 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입하실 때에는 하나에 $25 씩 판매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학급별 룸페어런트로부터의 이메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Rachel Gagliardi rachel_gagliardi@yahoo.com에게 연락하십시요.  

 

 
 

6학년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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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
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Information from the Health Office  

 
Student Immunizations (학생 예방 접종) 
학부모 여러분,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또는 여름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받았은 경우, 건강 진료소에서 새로운 
사본을 가져와서 파일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자녀의 예방 접종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제 이메일은 nmanoukian@gusd.net이고, 또는 사무실 
(818) 248-7766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arineh Manoukian, L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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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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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nmanoukian@gusd.net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