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 in Ave nue Ele me nta ry Sc hool
Thursda y Upda te
Oc tobe 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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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4

5th Grade Camp Pali
Progress Reports Go Home
6:30 PM PTA Assn. Meeting,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Lango Spanish Class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st-6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October 5

5th Grade Camp Pali
Spirit Day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M.A.C.K Membership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01411, Library

Monday, October 8

Columbus Day, Regional Holiday
After School Clubs
Kinder Tennis
Drama Maniacs
Davidian- Mariamian, Library
Art Club
1st-6th Grade Basketball

Tuesday, October 9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5311, Science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Math Club, Auditorium
Kerbal Space Club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Wednesday, October 10

International Walk to School Day
6:30 PM M.A.C.K Annual Parent Meeting & Kinder Singers
7:30 PM M.A.C.K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uditorium
Math Team
FLL Robotics Team
LEGO Robotics Team
1st-6th Grade Game Time, Kassirer

Thursday, October 11

10:15 AM 6th Grade Parent Teacher Coffee

6 PM Pa re nt Educa tion on Va p ing @ CVHS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Lango Spanish Class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st-6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Friday, October 12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9 AM PTA Reflections,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1841, Library
Science Club
Boy Scouts of America #310, Cafeteria

Upcoming Dates

October 19 Makeup Pictures & Halloween Carnival

After School Clubs - Parents, if your child participate in an after school club,
please be aware of the ending time of the club. We are working hard to ensure
that we are messaging the correct beginning and ending times. Sometimes
the office makes mistakes, and for that we truly apologize.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be picked up in a timely fashion at the end of their club as additional
supervision is not provided. Thank you for understanding.
New Language Arts Materials - Your feedback and engagement are vital! GUSD is
piloting new Language Arts materials for grades K-5 in about 50 classrooms around
the district. One more parent night will be held to give parents an opportunity to view
the materials, Benchmark Advance and Benchmark Adelante for Spanish FLAG.
Please join us onTuesday, October 9th in the District Office Board Room from 5:30 to
8:00 pm. Drop in to learn more and provide feedback. GUSD curriculum experts will
be on hand to answer questions. Here is a flyer with more information!
Parent Education on Vaping
On October 11, CVHS will be holding a Parent Education Meeting with ICS
regarding the popularity of vaping among teenagers. Don’t miss out on an
informative meeting at CVHS in the MacDonald Auditorium at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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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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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groups
of students in social skills types of activities. Please see your child’s teacher or
Principal Scott for more information.
Art Club
Do you love art? Do you enjoy being creative? Join the Mountain Avenue Art Club
and learn about the elements of art and the principles of design while developing
artistic literacy in the area of the visual arts. The Mountain Avenue Art Club is for
students in grades 4-6. Enrichment classes will be offered on Monday afternoons
about once each month from 2:45-3:45 p.m.in Room 2108. Please contact Mrs.

Stout, club sponsor, a t rstout@gusd.ne t if you ha ve a ny que stions. Be re a dy to ge t crea tive a nd
ha ve fun! Se e you the re !

Information from the Health Office
Student Immunizations
Dear Parents,
Please note that if your child has gotten any vaccinations over the Summer
Break or even before Summer Break, please bring in a fresh copy for me at the
Health Office so I can update their fil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your
child’s immunizations, please feel free to either email me or call me at the office!
My email is nmanoukian@gusd.net or call the office at (818)248-7766.
Thank you,
Narineh Manoukian, LVN

TB Testing/Screening for Employees and School Volunteers:
10/15/18 - 1:30 at the Methodist Church
10/16/18 - 3:00 at CVHS Staff Lounge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Our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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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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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inyurl.com/MACKgiving.
Questions? Contact Amelia Lapena at MACKAnnualFund@gmail.com. THANK YOU

Information from PTA!
PTA Reflections Art Contest
Calling all artists, writers, composers, film makers, dance
choreographers and photographers at Mountain Avenue!Express
yourself in one of these art categories or all of them, and have fun
making your original art inspired by this year’s theme, “HEROES
AROUND ME”. Think about anything in your imagination or in the world that can be
represented as a hero. See Fliers or the school website for rules and entry forms. Deadline for the
entry is Friday, October 12.

Yearbooks
Wa nt a me mory book tha t will la st a life time ? He re is your time to pre -orde r your
ye a rbooks! Ea ch ye a rbook c ost $ 30.00 e a ch a nd PTA will be ta king ord e rs until
Octobe r 26, 2018. Ye a rbooks will be d e live re d J une 2019. We ha ve a lot of ne w
fe a ture s!! Turn in a n ord e r form or purcha se the m through our ne w Mounta in
Ave nue we b store . PTA Stude 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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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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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Octo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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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학년 캠프 팔리 (Camp Pali)
학습성과 보고서 (Progress Reports) 발송
6:30 PM PTA 미팅, 오디토리엄에서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 Soccer)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 (Chess Nuts)

금요일, October 5

5 학년 캠프 팔리 (Camp Pali)
스피릿 데이 (Spirit Day)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MACK 멤버쉽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01411, 도서관

월요일, October 8

콜롬버스 데이 (Columbus Day), 지역별 공휴일 (Regional Holida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테니스(Tennis)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Davidian- Mariamian, 도서관
아트 클럽 (Art Club)
1 학년 - 6 학년 농구 (Basketball)

화요일, October 9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5311, 싸이언스룸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매쓰 클럽 (Math Club) – 오디토리엄
Kerbal Space Club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 Room 2223

수요일, October 10

국제 웤투 스쿨 데이 (International Walk to School Day)
6:30 PM M.A.C.K 연례 학부모 미팅 (Annual Parent Meeting) & 킨더 씽어즈

(Kinder Singers)
7:30 PM M.A.C.K 보드 미팅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오디토리엄
매쓰 팀 (Math Team)
FLL 로보틱스 팀 (Robotics Team)
레고 로보틱스 팀 (LEGO Robotics Team)
1-6 학년 게임 타임 (Game Time) Kassirer
목요일, October 11

10:15 AM 6 학년 학부모님 선생님을 위한 스낵 대접 (Teacher Coffee)
6 PM 전자담배 (Vaping) 에 대한 학부모 교육 미팅 (Parent Education on
Vaping) - CVHS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 Soccer)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Academy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파커 앤더슨 (Parker Anderson) Lego Robotics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 (Chess Nuts)

금요일, October 12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9:00 AM PTA 리플렉션즈 – 오디토리엄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Troop #1841, 도서관
싸이언스 클럽 (Science Club)
보이스카웃 Boy Scouts of America #310, 카페테리아

다가오는 날짜들

October 19 학교사진 재촬영일 (MAKE UP Picture Day) & 할로윈 카니발
(Halloween Carnival)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 학부모님, 자녀가 방과후 클럽에 참여하는 경우,
클럽 종료 시각을 숙지해 주십시요. 우리는 정확한 시작과 종료 시간을 알려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클럽이 끝난 후에는 추가 감독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정확한 시간에 자녀를 픽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ew Language Arts Materials - 여러분의 피드백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GUSD 는 교육구
내에서 약 50 개의 교실에서 K-5 학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어 교재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교재, Benchmark Advance 와 Spanish FLAG 의 Adelante Benchmark 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의 밤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화요일, 10 월 9 일,
오후 5 시 30 분에서 8 시 30 분까지, 교육구 사무실 보드 룸 (Board Room) 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시요. GUSD 커리큘럼 전문가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담긴 전단지입니다!
전자담배 (Vaping) 에 대한 학부모 교육 미팅 (Parent Education on Vaping)
10 월 11 일, CVHS 는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전자담배 (Vaping) 에
대해 ICS 와 학부모 교육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후 6 시 CVHS 의
MacDonald 오디토리엄에서 있을 유익한 미팅을 놓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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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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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클럽 (Art Club)
아트를 좋아하나요? 창의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마운튼 애비뉴 아트 클럽 (Mountain
Avenue Art Club) 에 가입하여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적 소양을 발전 시키며 아트의 요소
및 디자인 원리에 대해 배우십시요. 마운튼 애비뉴 아트 클럽은 4-6 학년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 보충 수업은 월요일 오후 2:45-3:45 에 매달 한 번씩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클럽 스폰서인 Mrs. Stout (rstout@gusd.net) 께 연락하십시요. 창의력을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요! 거기서 만나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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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MACK)
우리의 교육 재단
MACK 의 연례 기금 모금이 오늘 시작됩니다! 더 이상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운틴
애비뉴 (Mountain Avenue) 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기부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떨즈데이 폴더에 있는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요. 첨부된 봉투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보내주시든지, 또는
https://tinyurl.com/MACKgiving 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MACKAnnualFund@gmail.com 으로 Amelia Lapena 께 문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Information from 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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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자 전단지나 웹싸이트 PTA
Reflections Pag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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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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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