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 in Avenue  Elementa ry School 
Thursda y Upda te  
September 6, 2018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September 6 Student Council Speeches & Posters Due 

Friday, September 7 7:30 AM Chorus Rehearsal  
8:30 AM Flag Ceremony - PTA Reflection Kick-Off 
9:00 AM Room Parent Meeting followed by Art & Science 
Parent Meetings 
10:00 AM Science & Art Volunteer Training in Science & Art 
Room 
6:00 PM Welcome Family Picnic & Movie hosted by 6th Grade 

Monday, September 10 After School Clubs 
Art Club 

Tuesday, September 11 Volunteer Workroom Training  

Wed., September 12 6:30 PM MACK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FLL Robotics Team 

Thurs.., September 13 2:00 PM PTA Reflections Workshop, Auditorium 
Kerbal Space Club Applications Due  
Lego Robotics  Club Applications Due 

Friday, September 14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Science Club  

Upcoming Dates September 17 GUSD Board Meeting 
September 21 Fall Pictures 

 
Attention Parents  
Dear Parents, 
Please keep in mind if you need to pass along an important message to your child,  
please call between the hours of 9-10:30 AM so we have sufficient amount of time to 
pass along the message to your child during their non-instructional time. We cannot interrupt  
classroom instruction.   
Thank you, 
Mountain Avenu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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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iendly Reminder about traffic safety:  
1. Please do not use your cell phone while driving through the traffic lane.   
2. Please only park in designated parking spots in the faculty parking lot 

(VISITOR Parking) as well as in the park.    
3. Do not block crosswalks, block the flow of traffic in the park or on 

Mountain Avenue.  Remember, the park is like a drive through lane for drop off and 
pick up.   

4. Thank you for being an awesome community!  
 
Parent Portal 
Click here for directions on how to access the portal.  If you need your pin number, password, or 
are having trouble email Narineh Manoukian at nmanoukian@gusd.net for help. 
 
Raptor Online Management System  
GUSD i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the RAPTOR system districtwide. This is to 

take place sometime next week. The upgrade will erase all current volunteers 
is our database.  

 
RAPTOR is the system we use to screen out registered sex offenders, manage 

custody issues, coordinate volunteers, and respond to emergencies.  The new 
version will be connected to other schools in the district so you should only need to scan your 
id once for all schools. 

 
If you are scheduled to volunteer during the next two weeks and beyond, please bring your 

driver’s license in case the system has been reset and at that time we will need to rescan your 
driver’s license before you can volunteer on campus. Once the upgrade has been completed, 
and you have been re-scanned, your volunteer status will be linked to your TB test date on file. 
TB Tests are valid for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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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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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eer TB Test  
Dea r Pa rents, 
If you were inte rested in Volunteering a t our school, you would need a  TB Clea ra nce first. 
If you ha ve  a  recent TB Test, it is  va lid for FOUR years. If you need to ge t a  TB test, 
Verdugo Hills Hospita l will be holding TB Screening on September 11, 2018 a nd the 
rea ding on September 13, 2018. Plea se re fer to Pea chja r for further informa tion.  
 
 

https://drive.google.com/drive/search?q=parental%20portal
mailto:nmanoukian@gusd.net
https://mealapp.gusd.net/
mailto:nmanoukian@gusd.net


 

 
Information from PTA!  

 
Science Lab 
We need volunteers to help with hands-on science 
activities in the Science Lab or classroom.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me to the Science Lab Training 
meeting tomorrow on Friday, September 7 from 10-11am 
in the Science Lab (above the Library). No science 
background is needed, just a willingness to help set up 

supplies and assist the teacher with science activities. Thank you! 
 
Room Parent Meeting  
On Friday, there is the Room Parent meeting from 9-10am immediately following the  
flag ceremony in the Science Lab room, and the Art Docent Training meeting is from 
10-11am in the Art Room, so it would probably be good to mention these training meetings  
as well in the Thursday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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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A will be selling Spirit Wear this coming  
Friday at the Get Acquainted P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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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SCHOOL PICNIC! Join us for the Mountain Avenue Get Acquainted 
Picnic and Family Movie Night on Friday, Sept. 7 on the Upper Field. Admission 
is free. Doors open at 6PM and the movie ‘101 Dalmatians’ starts at 7PM. Bring 
your own food or purchase hot dogs, snacks, and glow in the dark items with 
tickets. Tickets are $1 each and will be sold at the gate. Items range from 1-5 
tickets each. Don’t forget to bring blankets, chairs, and 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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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ueWebsite.  Tha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mazon.com/?_ encoding=UTF8&tag=mountavenuele- 
20&linkCode=ur2&amp=1789&creative=9325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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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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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September 6, 2018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September 6 학생회 (Student Council) 스피치 & 포스터 제출 마감일 

금요일, September 7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PTA Reflection Kick-Off 
9:00 AM룸 페어런츠 미팅, 아트 & 싸이언스 학부모 미팅 
10:00 AM싸이언스 & 아트 자원봉사자 트레이닝 in Science & Art Room 
6:00 PM 6학년 주관 웰컴 가족 피크닉 & 영화의 밤  
           (Family Picnic & Movie Night)  

월요일, September 10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아트 클럽 (Art Club) 

화요일, September 11 학교 봉사자를 위한 워크룸 트레이닝 (Workroom Training) 

수요일, September 12 6:30 PM MACK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FLL 로보틱스 팀 

목요일, September 13 2:00 PM PTA Reflections 워크샵 at 오디토리엄 
Kerbal Space Club 신청서 제출 마감  
Lego Robotics Club 신청서 제출 마감 

금요일, September 14 
 

7:30 AM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과학부 (Science Club)  

다가오는 날짜들 September 17 GUSD 보드 미팅 
September 21 가을 사진 촬영일 

 
학부모님 주의를 요합니다 
친애하는 학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오전 9시부 터 10시 30분 사이에 전화하셔서 수업시간을 피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주십시요. 우리는 수업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운틴 애비뉴 학교 사무실 드림 

 

트래픽 안전수칙에 대한 리마인더 (A friendly Reminder about traffic safety):  

1. 픽업 레인 안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교직원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 가능한 곳 (방문객 주차) 과 공원 내에서도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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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만 주차하십시오. 

3. 횡단보도를 막고 서있지 마시고, 공원이나 Mountain Avenue에서 교통의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공원은 

드랍 & 픽업을 위한 드라이브뜨루 (Drive Through) 레인과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요. 

4. 멋진 커뮤니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 포털 (Parent Portal) 
Click here 포털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IN 번호나 비밀번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시면, Narineh Manoukian 께 nmanoukian@gusd.net 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aptor Online Management System (학교 방문자 체크인 씨스템)  
글렌데일 교육구 (GUSD) 는 교육구 전체적으로 RAPTOR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 즈음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데이터 베이스의 현재 자원 
봉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울 것입니다. 
 
RAPTOR는 등록된 성범죄자를 가려 내고, 양육권 문제를 관리하고, 자원 봉사자를 조정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새 버전은 교육구의 다른 학교들과 연결될 
것이고, 따라서 ID를 한 번만 스캔하시면 모든 학교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 주 내에 또는 그 이후에 자원 봉사를 할 예정이라면 캠퍼스에서 자원 봉사를 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스캔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신분증 재스캔이 끝나면 자원 봉사자 상태가 TB 
검사 날짜와 연결됩니다. 결핵 검사는 4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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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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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arineh Manoukian, LVN 
 
자원 봉사자 결핵 테스트 (Volunteer TB Test )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하시려면, 먼저 TB 결핵테스트 결과가 필요합니다. 
최근 결핵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Verdugo Hills Hospital은 2018년 9월 11일에 TB Screening을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 9월 13일에 
결과를 판독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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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rom PTA!  
 

과학 실험실 (Science Lab) 

과학 실험실 (Science Lab) 이나 클래스룸에서 과학 

실습활동을 돕기 위한 자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과학 실험실 또는 교실에서의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금요일, 9월 7일, 오전 10시에서 11시에 과학 실험실 

(도서관 위) 에서 열리는 과학 실험실 트레이닝 미팅에 오십시요. 과학적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습 재료를 

준비하고 과학 활동을 위해 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의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룸 페어런 미팅 (Room Parent Meeting) 
금요일에는 아침 조회 (Flag Ceremony) 가 끝나자마자 과학 실험실 (Science Lab) 에서 9-10시에 룸 페어런 

미팅이 있습니다. 곧이어 10-11 시에는 아트 룸 (Art Room) 에서 Art Docent 트레이닝 미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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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학생, 교직원, 심지어 학부모님도 매주 금요일 스피릿 웨어 (Sprit Wear) 를 입고 마운튼 애비뉴 "Bear" 자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PTA 는 금요일에 Spirit Wear 를 Get Acquainted Picnic 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싸이즈와 종류만이 

판매될 것입니다. 주문 양식 또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금 또는 Mountain Avenue PTA 앞으로 쓰여진 

수표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운튼 애비뉴 웹스토어Mountain Avenue Web Store 에서도 Spirit 

Wear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 양식은 2018년 9 월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문하신 물품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학교로 배달될 것입니다. 

 
 

 
6학년을 도웁시다! 

 

백 투 스쿨 피크닉! 마운틴 애비뉴 (Mountain Avenue) 와 함께 9월 7일 금요일에 위 운동장 
(Upper Field) 에서 피크닉과 패밀리 영화의 밤 (Family Movie Night) 을 즐겨 보세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은 오후 6시에 열리고, 영화 '101 달마시안 (101 Dalmatians)' 은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자신의 음식을 가져 오시거나, 핫도그, 스낵 및 야광 소품 (glow in the dark items) 
을 구입할 티켓을 구입하십시오. 티켓은 $ 1씩이며 게이트에서 판매됩니다. 아이템 별로 각각 
티켓 1-5 장에 판매됩니다. 담요, 의자, 자킷을 가져 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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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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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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