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August 29,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August 29

Friday, August 30

7:30 AM Recycling Friday
8:30 AM Flag Ceremony- Schroeder / PTA Membership
Minimum Day

Minimum Day Schedule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Monday, September 2

No School - Labor Day

Tuesday, September 3

4:30 PM GUSD Board Meeting

Wednesday, September 4

After School Classes: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Science Lab
1st-3rd Grade - 2:25 PM- 3:40 PM
4th - 6th Grade - 2:40 PM- 4 PM

Thursday, September 5

Friday, September 6

8:30 AM Flag Ceremony- Stout / PTA Reflections Kick-Off
9:00 AM- Room Parent Meeting, Science Lab
9:45 AM- Workroom Training

5:30 PM Back to School Picnic
7:00 PM Toy Story Movie!
After School Clubs
GS Troop #1841, Science Lab
Upcoming Events

September 11 - 9/11 Crescenta Valley Remembrance Motorcade at 8:30ish!

Dear Parents,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Dr. Ekchian will be unable to attend tomorrow’s Flag Ceremony. She will
reschedule soo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Principal Scott
Lunch on Minimum Days
Students do not receive a formal lunch break on minimum days. However, students are allowed to
purchase a sack lunch from the cafeteria on minimum days. They are provided time to eat during the
school day. This isoptional. There is no “lunch bunch” for Kindergarten. Questions, let the office know.

Student Drop-Off in the morning
The front gates open at 8:00. ONLY students eating breakfast will be allowed onto campus beginning at
7:30. Please do not drop off your child in front of school between 7:30 - 7:59. There is no supervision for
students in front of school.
GUSD App!
Parents don’t forget to download the GUSD App! Search for “Glendale USD” on your device’s App Store
(Android or Apple). Then you can follow Mountain Avenue on your mobi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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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 Volunteers
Welcome back Mountain Ave Parents!
Verdugo Hills Hospital is holding a complimentary TB Screening
for ALL School Volunteers! The TB Screening will be held atUSC
Verdugo Hills on the 4th floor, main lobby.TB Screening date
will be on September 10 from 8:00 AM-11:00 AM and 2:00 PM5:00 PMand please return back to the hospital on September
12th and this will be a drive-by result reading from 2:00 PM-5:00
PM. Please bring your TB results to the office once you’ve
received it!
Thank you,
Narineh Manoukian, LVN
Recycling Friday
Our first recycling of the year is this Friday, August 30th. You can drop off your cans and
plastic bottles between 7:30 and 8:30 by the bridge on the carline side. Please empty all
liquids before dropping off and no glass. All proceeds benefit the Class of 2020.

Back to School Family Picnic
The annual Family Picnic & Movie Night is just 1 week away, on Friday, September
6th. You can enjoy gourmet BBQ and watch TOY STORY. The 6th grade class will
have BBQ hamburgers, hot dogs and veggie burgers for sale. You can pre-purchase
a meal-deal (entree, chips &drink) for only $7 per person. Flyers went home in the
Thursday Folder. Treats and glow in the dark items will also be available for
purchase. All proceeds benefit the Class of 2020.
PTA Membership
Calling all Moms, Dads, Grand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Learning is
a Journey and here at Mountain Avenue, we work together for greatness! This
is your opportunity to become a part of our PTA and join us in advocating for
our children. PTA's mission is to make every child's potential a reality by
engaging and empowering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cost is $10.00 per
person. Students are also welcomed to join. Every child who becomes a
member receives a prize and the FIRST class (1 in lower and 1 in upper grade)
to achieve 100% membership wins $100 basket full of prizes for their class.
Log on to https://jointotem.com/ca/la -crescenta/mountain -avenue-elementary -school-pta
Together WE Can. Go Bears!
No Sweat Fundraiser
PTA raises funds to support our school’s arts,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which continue to be
impacted by state and district budget deficits. In addition, we also provide events and programs such as
a Carnival, Missoula Theatre, Talent Show, Science Fair, Art Night, Field Day, Culture Nigh
t and many
more. If not for fundraising efforts and community support, our school would not have the benefits of
these important education programs. We have different donation levels and each level has different

entries to several prizes. Prizes includeticke ts to the La Bre a Ta rpits, LA County Na tura l His tory Muse um,
Pa rke r And e rson ce rtific a te , $ 100 ce rtific a te to Arc a ve , Discove ry Cub e ticke ts, p a sse s to Unive rs a l
Studios , Gre a t Wolf p a cka g e a nd ma ny more !!!!! Consid e r ma king a dona tion a nd he lp us continue our
tra ditions. GO BEARS! Log on to https://jointote m.com /ca /la -cre sc e nta / mounta in-a ve nue -e le m e nta ryschool-pta
THANK YOU FOR YOUR SUPPORT!
Spirit Wear
Here is your chance to order Spirit Wear. We have a lot of new items and a new design this year. Spirit
Wear can be worn at any time but it is a must to wear on Fridays for Spirit Points! Last day to order is
September 20th. Items will be delivered to class on October 9th. Help us go green and purchase Spirit
Wear through our Web Store.
Log on to: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Questions? Please contact Jennifer at mountainavespiritwear@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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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ue Website. Tha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mazon.c om/?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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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y Contest!
Submissions Open for the AD43 Photography Competition
Assembly member Laura Friedman’s office is facilitating a
photography contest. Last year, photographers used their talents
and skills to explore and tell the stories of the communities that
make up the 43rd Assembly District. Twenty photographs will be
selected to be displayed at a gallery event hosted by the Assembly
member on October 11th in Glendale. At this event I will announce
ten winning photographs that will be displayed at my Capitol and
District offices for one year.
All ages and levels of proficiency are welcome to participate.
Photographs will be judged anonymously by a panel of professional
photographe rs. The works will be scored on the participant's ability
to communicate and capture the story of their community. You must be a resident of Assembly District 43
to compete. All formats (digital, film) will be accepted. Photo content must be presentable to general
audiences; no photos containing violence, profanity, or other explicit subject matter will be accepted.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online or by mail to the District Office. Visit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competition guidelines, and submissi on details.
https://a43.asmdc.org/event/20190920 -43rd-assembly-district -photography -competition

P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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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August 29,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August 29
금요일, August 30

7:30 AM 리싸이클링 (Recycling Friday)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Schroeder 클래스/PTA 멤버쉽 (Membership)
미니멈데이 (Minimum Day)
Minimum Day 하교 스케쥴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월요일, September 2

노동절 – 학교 휴무

화요일, September 3

4:30 PM GUSD 교육구 보드미팅 (Board Meeting)

수요일, September 4

방과후 클래스 (After School Classes):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1st - 3rd Grade - 2:25 PM - 3:40 PM
4th - 6th Grade - 2:40 PM – 4:00 PM

목요일, September 5
금요일, September 6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Stout 클래스 / PTA Reflections Kick-Off
9:00 AM - 룸 페어런츠 미팅,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9:45 AM -학교 봉사자를 위한 워크룸 트레이닝 (Workroom Training)
5:30 PM 백투스쿨 피크닉 (Back to School Picnic)
7:00 PM Toy Story Movie!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Troop #1841,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다가오는 행사들

September 11 - 9/11 Crescenta Valley Remembrance Motorcade 8:30 경에!

친애하는 학부모님,
중복된 예약으로 인해, 교육구 수퍼인텐던 Ekchian 박사께서 내일의 아침조회에 참석할 수 없으십니다. 곧
스케쥴을 조정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장 스캇 (Principal Scott)

Lunch on 미니멈 데이 (Minimum Days)
학생들은 미니멈데이에는 정식 점심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쌕런치
(Sack Lunch)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 중에 먹을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 입니다.
킨더가든 학생에게는 “점심 무리 (lunch bunch)” 가 없습니다. 질문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요.
Student Drop-Off in the morning
학교 정문은 8 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에 한해 7:30 부터 캠퍼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7:30 - 7:59 사이에 학교 앞에 자녀를 드랍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는 학교 앞에 학생들을 위한 감독이
없습니다.
GUSD App!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앱 (GUSD App) 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기의 앱 스토어 (Android 또는 Apple) 에서 “Glendale USD” 를 검색 하십시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기 상에서
마운튼 애비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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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봉사자 (Parent Volunteers)
다시 돌아오신 Mountain Ave 학부모님을 환영합니다!
Verdugo Hills Hospital 은 모든 학교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무료 TB 검사를 개최합니다! 결핵검진은 USC Verdugo Hills 4
층 메인로비에서 열립니다. 결핵검진 날짜는 9 월 10 일 오전
8 시 ~ 오전 11 시, 오후 2 시 ~ 오후 5 시이며, 9 월 12 일에
결과판독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결과판독은
드라이브바이 (drive-by) 로 2: 00 PM-5 : 00 PM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TB 결과를 받으시면 사무실로 가지고
오십시요.
감사합니다,
Narineh Manoukian, LVN
Recycling Friday
올해의 첫 재활용 (Recycling Friday) 은 이번 금요일, 8 월 30 일입니다. 카라인 옆쪽의 다리로
캔과 플라스틱 병을 7:30 ~ 8:30 사이에 드랍하실 수 있습니다. 드랍하시기 전에 모든 액체를
비워주시고, 유리병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졸업반 (Class of 2020) 에 혜택을 줍니다.

Back to School Family Picnic
매해 열리는 가족 피크닉 및 영화의 밤은 금요일, 9 월 6 일, 1 주일 앞에 있습니다.
맛있는 바베큐를 즐기고 TOY STORY 를 볼 수 있습니다. 6 학년 학급에서는 BBQ
햄버거, 핫도그 및 야채 버거를 판매합니다. 1 인당 $7 의 식사 프로모션 딜 (meal-deal:
입장료, 칩 및 음료) 를 사전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떨즈데이폴더에 전단지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스낵과 야광소품 (glow in the dark) 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졸업반 (Class of 2020) 에 혜택을 줍니다.

PTA Membership
모든 엄마, 아빠, 조부모님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알려드립니다! 학습은 여기
마운틴 애비뉴에서의 여정이며, 우리는 그 위대함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PTA 의 일원이 되어 자녀를 옹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PTA 의
사명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모든 어린이의
잠재력을 실현 시키는 것입니다. 비용은 1 인당 $10.00 입니다.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된 모든 어린이는 상을 받게 되고, 100% 의 회원모집을 달성한 첫번째 클래스 (저학년 1 개
반과 고학년 1 개 반) 는 그 학급을 위해 $100 상당의 선물바구니를 상으로 받게 됩니다.
Log on to https://jointotem.com/ca/la-crescenta/mountain-avenue-elementary-school-pta
함께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우 베어즈 (Together WE Can. Go Bears)!

“노 스웻" 기금모금 행사 (No Sweat Fundraiser)
PTA 는 주 및 교육구 예산 적자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는 학교의 예술,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카니발, 미졸라 연극반, 탤런트 쇼, 과학 박람회, 예술의 밤, 운동회, 문화의 밤 등과
같은 행사 및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기금모금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 학교는 이러한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부금 수준이 있으며, 각 수준마다 여러가지
상금이 있습니다. 상품에는 La Brea Tarpits 티켓, LA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Parker Anderson 선물권, Arcave
100 달러 선물권, Discovery Cube 티켓, Universal Studios 패스, Great Wolf 패키지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해줄 것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우 베어즈!
Log on to https://jointotem.com/ca/la-crescenta/mountain-avenue-elementary-school-pta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를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디자인이 있습니다.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는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금요일에는 Spirit
Points 를 위해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문 마감일은 9 월 20 일입니다. 주문하신
제품은 10 월 9 일에 클래스룸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웹 스토어를 통해 주문하셔서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시고
스피릿 웨어 (Spirit Wear) 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Log on to: https://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질문이 있으십니까? Jennifer 께 mountainavespiritwear@gmail.com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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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콘테스트 (Photography Contest)!
AD43 Photography Competition 을 위한 출품 안내
Laura Friedman 하원의원은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여 43 차 의회지구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연구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글렌데일에서
10 월 11 일에 하원의원이 주최하는 갤러리 행사에 20 장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 저는 1 년 동안 제 주의회 및 지역구
사무실에 전시될 10 장의 사진을 발표할 것입니다.
모든 연령의, 실력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전문
사진작가 패널이 작품을 익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작품은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포착하는 참가자의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참가하려면 제 43 지구 의회 내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모든 형식 (디지털, 영화) 이 허용됩니다. 사진
콘텐츠는 일반인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 욕설 또는 기타 명백한 주제가 포함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디스트릭 사무실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경쟁 지침 및 제출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a43.asmdc.org/event/20190920-43rd-assembly-district-photography-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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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기 and be 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