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 in Ave nue Ele me nta ry Sc hool
Thursda y Upda te
Se pte mbe r 20, 2018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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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20

After School Clubs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First - 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September 21

Picture Day
7:30 AM ChorusIN THE LIBRARY
8:30 AM Flag Ceremony- Student Council Board Presented
9:00 AM PTA E-Board Meeting, Rm 8201
PTA No Sweat Fundraiser Deadline - Let’s make our goal! Let’s have
a popsicle party!

Monday, September 24

After School Clubs
Kinder Tennis
First-Sixth Grade Basketball

Tuesday, September 25

5:00 PM Joint GUSD and City of Glendale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Student Council Meeting
Kerbal Space Club

Wednesday, September 26

8:30 AM Work room Training for Parent Volunteers
After School Clubs
FLL Robotics Team
First-Sixth Grade Game Time

Thursday, September 27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First - 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September 28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PTA Membership Prices & Student Council

Upcoming Dates

October 3-5 Fifth Grade Camp Pali
October 4 - 7am Glendale Education Foundation - State of the
Schools at Glendale Civic Auditorium

Safety Reminders - Parents, it is essential to be cautious while driving through
our traffic lane. Please be alert and watching the road at all times.
Additionally, please note that our volunteers and staff are not authorized to
unbuckle or buckle your child into their car seat/booster seat. If your child
cannot buckle/unbuckle themselves, consider parking on the street and
walking your child to the main entrance.
The goal of the
traffic lane is to keep the flow of
traffic moving at a safe pace.
Please be sure to pull forward to
pick up or drop off your child.
Children should only enter/exit
vehicles in the GREENcone
zone. If your child is not in front of schoolat pick up time, please circle around. Cars cued up on
Mountain Avenue should allow these cars to merge so that we do not have a complete backup in
the car line.
Picture Day is TOMORROW-- Friday, September 21st. All parent volunteers
are encouraged to get their photograph taken on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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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l Application Online
Don’t forget to complete a meal application. ALL parents should complete this
document. If you do not wish to apply, please mark the box “Do not wish to apply”.
Our goal is for 100% response from families.
But more importantly, we want our students to receive proper nutrition and to have breakfast
and lunch everyday. Our cafeteria offers delicious grilled hamburgers and chicken sandwiches
as well as a salad bar and daily food specials. Families who are eligible for the Federal Lunch
and breakfast program must apply for the program each year. If your child has participated in
the past, they will need to apply again. Families can also pay for lunches in advance so students
don't have to worry about carrying lunch money. The cafeteria manager can help you set up an
account.
TechTots
Are you interested in animation, programming, and art? Join the TechTots
team today!!! The TechTots program is a month-long series of workshops that
aim to teach 4th, 5th, and 6th grade girls programming with the software
Scratch. As a TechTot, students will learn how to use their newly acquired
knowledge of programming to create animations and games that spread

a wa re ne ss a bout clima te cha nge . At the e nd of the four workshops, students
will re ceive a trip to the J e t Propulsion La bora tory!!! This progra m ha s a $ 25
pa rticipa tion fe e , but ne ed-ba se d schola rships a re a va ila ble . All workshops will
be he ld a t Gle nda le Community College a nd provide d by Brija l a nd Glenda le Community College .
Cost: $ 25 Pa rticipa tion Fe e
(The re a re built-in schola rships if a stude nt ca n't a fford the progra m cost)
Session dates: September 22, 2018- October 13, 2018
Students/families can use the link below to sign up (SOON! Begins 9/22/18!):
https://a spireit.a spira tions.org/progra ms/e ve nts/9222/2018-09-22-progra m-se ssion-te
htots-se ptembe r-2018

Information from the Health Office
Student Immunizations
De a r Pa re nts,
Ple a se note tha t if your child ha s gotte n a ny va ccina tions ove r the Summer Bre a k
or e ve n be fore Summe r Bre a k, plea se bring in a fre sh copy for me a t the He a lth
Office so I ca n upda te the ir file. If you ha ve a ny que stions rega rding your child’s
immuniza tions, ple a se fee l fre e to e ither ema il me or ca ll me a t the office !
My e ma il is nma noukia n@gusd.ne t or ca ll the office a t (818)248-7766.
Tha nk you,
Na rine h Ma noukia n, LVN

TB Testing/Screening for Employees and School Volunteers:
10/15/18 -1:30 a t the Me thodist Church
10/16/18 - 3:00 a t CVHS Sta ff Lounge
This school ye a r, in a n a tte mpt to de cre a se wa it time , we will be doing the TB Risk
Asse ssme nt Que stionna ire a t the school site s. Your school nurse s will ha ve the ne ce ssa ry
forms ne xt Monda y, 9/24/18.

Information from PTA!
Fundraising and Membership Drive 2018
Better Together
Deadline is September 21, 2018
Inve st in your child’s e duca tion. Mounta in Ave nue ’s Pa re nt Te a che r
Associa tion funds your child’s pa rticipa tion in a rt cla sse s, chorus a nd
instrume nta l music, the scie nce fa ir, Missoula Childre n’s Thea tre ,
e duca tiona l a sse mblie s, a nd ma ny fa mily eve nts. We invite you to
ma ke a diffe re nce by becoming a PTA me mbe r. Ea ch me mbe rship equa ls one vote tha t ca n be
ca st to ma ke critica l educa tiona l de cisions tha t a ffe ct your child. Anyone ca n be come a membe r
for $10 pe r pe rson. We ne e d just ove r 200 more me mbe rships to me e t our goa l for this ye a r. J oin
toda y! There is still time to contribute to our “No Swe a t” Fundra ise r. Your child ma y be e ntere d to
win ince ntive s including movie ticke ts, Unive rsa l Studio ticke ts, a nd a trip to Gre a t Wolf Lodge. We
still ne e d a bit ove r $ 4,000 to me e t our goa l.
Ple a se pick up a pa per form from the office . Or dona te ele ctronica lly a t
https://mounta ina ve nue .myschoolce ntra l.com. You ma y e ma il que stions to
Moms4pta 2017@gma il.com.

PTA Reflections Art Contest
Ca lling a ll a rtists, write rs, com pose rs, film ma ke rs, d a nce
chore og ra phe rs a nd photogra phe rs a t Mounta in Ave nue ! Expre ss
yourse lf in one of the se a rt ca te gorie s or a ll of the m, a nd ha ve fun
ma king your origina l a rt inspire d by this ye a r’s the me , “HEROES
AROUND ME”. Think a bout a nything in your ima gina tion or in the
world tha t

ca n be re pre se nte d a s a he ro. Se e Flie rs or the school we bsite for rule s a nd e ntry forms.
De a d line for the e ntry is Frid a y, Octobe 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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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 Wear

Students, staff and even parents are encouraged to show their Mountain Avenue "Bear"
pride by wearing their Spirit Wear every Friday. Limited sizes and selections available.
Order forms will also be available. Cash or checks made payable to Mountain Avenue PTA
accepted. You can also purchase Spirit Wear at our new Mountain Avenue Web store.
Orders must be placed by September 28, 2018. Items will be delivered to school by
October 15, 2018.

Support 6th Grade!
SHOP with Amazon
Don’t forge t tha t e ve ry time you shop with Ama zon, a pe rce nt of your purcha se
come s to Mounta in Avenue ’s 6th gra de ! How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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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 ma zon.com/?_e ncoding=UTF8&ta g=mounta ve nue le 20&linkCode=u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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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rs!
Pe a chja r Flye rs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Sept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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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20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 (Chess Nuts)

금요일, September 21

픽쳐데이 (Picture Day)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도서관에서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학생회 (Student Council) 발표
9:00 PTA E-보드 미팅 at Room 8201
PTA 노 스웻 (No Sweat) 기금모금 마감일 – 우리의 목표를 달성합시다!
팝스클 파티 (popsicle party) 를 합시다!

월요일, September 24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테니스(Tennis)
1 학년 - 6 학년 농구 (Basketball)

화요일, September 25

5:00 PM GUSD and 글렌데일 시 합동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Kerbal Space Club

수요일, September 26

8:30 AM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룸 트레이닝 (Workroom Training)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FLL 로보틱스 팀
1 학년 - 6 학년 Game Time

목요일, September 27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 Soccer)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 (Chess Nuts)
금요일, September 28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PTA 멤버쉽 프라이즈 & 학생회

다가오는 날짜들

October 3-5 5 학년 캠프 팔리 (Camp Pali Science)
October 4 - 7 AM 글렌데일 교육 재단 - State of the Schools 조찬회 at Glendale
Civic Auditorium

픽쳐데이 (Picture Day) 는 내일 - 금요일, 9 월 21 일입니다. 모든 학부모 자원
봉사자께서도 이 날 사진을 찍으시길 권장합니다.
카운슬링 써비스 (Counseling Services) - Mountain Avenue 에 18-19 학년 동안
석사학위를 가진 사회복지 인턴이 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Glendale Unified 의 모든
학교에는 카운슬링 인턴 또는 쏘셜워크 인턴이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이 추가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케어 카운슬러인 캐띠 마일즈 (Cathy Miles)
에 추가되는 인력입니다. 미쓰 쌔라 걸링 (Ms. Sarah Girling) 은 Mountain Avenue 캠퍼스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Ms. Girling 은 개별 학생과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에게 소셜 기술
유형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요.
Meal Application Online (온라인 급식보조 신청서)
급식보조 신청서 작성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학부모는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고 싶지 않음" 난에 표기하십시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가정에서
100 %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학생들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며,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카페테리아는 맛있는 그릴에 구운 햄버거와 치킨
샌드위치 뿐만 아니라 샐러드 바 및 매일마다 특별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연방 급식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가족은 매년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과거에 참여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점심 값을 미리 지불하시면, 학생들이 점심 값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테리아 매니저는 여러분이 계정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텤탓츠 (TechTots)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및 아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텤탓츠 (TechTots) 팀에 가입하십시요!!!
텤탓츠 (TechTots) 프로그램은 4 학년, 5 학년 & 6 학년 여학생들에게 스크래치 (SCRATCH)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걸 가르치고자 하는 한 달 동안 열리는 일련의
워크샵입니다. TechTot 로서 학생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만들기 위해 새로 취득한 프로그래밍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개의 워크샵이 끝나면, 학생들은 제트 추진 연구소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로의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5 참가비가 있지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모든 워크샵은 Glendale Community College 에서 개최되며, Brijal 과
Glendale Community College 에 의해 제공됩니다.
비용 : $25 참가비
(학생이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쎄션 날짜: 2018 년 9 월 22 일 - 2018 년 10 월 13 일

학생/가족은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 9/22/18 부터 시작합니다!) :
https://aspireit.aspirations.org/programs/events/9222/2018-09-22-program-session-te
htots-septemb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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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이고, 또는 사무실 (818) 248-7766 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arineh Manoukian, LVN
TB Testing/Screening for 직원 & 학교 자원봉사자들:
10/15/18 - 1:30 at the Methodist Church
10/16/18 - 3:00 at CVHS Staff Lounge
이번 학년도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TB 위험성 평가 설문을 학교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 간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다음주 월요일, 9/24/18 까지 준비할 것입니다.

Information from PTA!
2018 PTA 기금모금 및 멤버쉽 드라이브 (Fundraising & Membership Drive 2018)
함께 더 좋게 (Better Together)
마감일 September 21, 2018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마운틴 애비뉴의 PTA 학부모 교사 협의회는 귀
자녀의 미술 수업, 합창 및 기악, 과학 박람회, 미졸라 칠드런즈 띠어러, 교육용
어쎔블리, 그리고 많은 가족 행사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PTA 회원이 되어 함께 변화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회원
자격은 귀하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교육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있는
한 표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1 인당 $10 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지 200
여 회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오늘 가입하십시요! 우리의 "노 스웻 (NO SWEAT)" 기금모금에 참여할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영화 티켓,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 그레이트 울프 랏찌로의 여행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00 조금 넘게 더
필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양식을 픽업해 가십시요.
또는 온라인 상에서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Moms4pta2017@gmail.com 로 이메일 하십시요.

PTA Reflections Art Contest
마운튼 애비뉴의 모든 아티스트, 작가, 뮤지션, 영화 제작자, 댄서 및 사진 작가를
찾습니다! 이 예술 카테고리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올해의 주제 인
"HEROES AROUND ME" 에서 영감을 얻어 본인의 오리지날 예술작품을 만들며

재미를 즐기도록 하십시요. 여러분의 상상력 또는 세상에서 영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생각해
보십시요. 규칙 및 참가 신청서는 전단지나 학교 웹싸이트를 참고하십시요. 참가신청 마감일은 금요일, 10 월
12 일입니다.
이어북 (Yearbooks - 학교 앨범)
평생 간직할 메모리 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어북 (Yearbook) 을 사전주문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북은 하나당 $30.00 이며, PTA 는 2018 년 10 월 26 일까지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북은 2019 년 6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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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학생, 교직원, 심지어 학부모님도 매주 금요일 스피릿 웨어 (Sprit Wear) 를 입고 마운튼 애비뉴 "Bear" 자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문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금 또는 Mountain Avenue PTA 앞으로 쓰여진 수표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운튼 애비뉴 웹스토어 Mountain Avenue Web Store 에서도 Spirit Wear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 양식은 2018 년 9 월 28 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문하신 물품은 2018 년 10 월
15 일까지 학교로 배달될 것입니다.

6 학년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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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