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September 19, 2019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September 19

After School Clubs
2:15 PM- 3:15 PM LANGO Spanish, Auditorium
2:40 PM 1st-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Science Lab

Friday, September 20

Fall Picture Day
7:30 AM- Chorus in Library
8:30 AM Flag Ceremony- Mr. Gunnoe’s Class
9 AM - PTA E-Board Meeting, Art Studio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s #1841, Science Lab
Boy Scouts of America #360, Auditorium

Monday, September 23

Instrumental Music,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2:40 PM- 3:40 PM 1st - 6th Grade Basketball, Upper Field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rt Studio
1:05 PM- 2:05 PM Kinder Tennis, Primary Field
2:20 PM- 3:50 PM TK- 3rd Grade Drama Maniacs, Rm 8103
2:40 PM- 4:15 PM 4th-6th Grade Drama Maniacs, Rm 2227

Tuesday, September 24

4:30 PM GUSD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2:40 PM- 3:40 PM Chess Nuts, Lunch Shelter
2:40 PM- 3:40 PM 1st- 6th Grade Pickleball, Upper Field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00 PM- 4:00 PM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Wednesday, September 25

6:30 PM MACK Board Meeting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Art Studio (1st
-3rd Grade)
2:40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Science Lab (4th
-6th Grade)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2:40 PM- 3:45 PM Math Team
Thursday, September 26

After School Clubs
2:15 PM- 3:15 PM LANGO Spanish, Auditorium
2:40 PM 1st-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1:05 PM-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Science Lab

Friday, September 27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Student Council Skit
9:00 AM- Workroom Training
6th Grade Yogurt Sale

Upcoming Events

October 2-4 - 5th Grade Pali Institute Field Trip

Traffic Reminders - Parents, please do not use the staff parking lots for drop off and pick up
of students. Students should ONLY be dropped off in the “green cone” zone.
Please do not park on Ocean View Blvd. in areas that say “No Stopping Any
Time”. This impedes traffic and creates a safety hazard. CV Parking
enforcement have been notified of this issue.
Picture Day!
Bring your winning smile to school on 9/20! All students will have their
photograph taken for school records.
PTA, MACK, and Parent Volunteers,
Picture day is Friday, September 20. It is OPTIONAL to have your photograph taken
for an “ID” badge for campus. As we continue to use the Raptor Sign In System, we
no longer need personalized ID badges for our volunteers.

Walk to School Day
Wednesday , October 2, 2019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We need adults to lead "Walking School Buses"
to school on this important day, beginning at 7:50 in the morning.
We have four meeting locations:
Henrietta & Briggs
Foothill & Briggs
Ocean View & Foothill
Los Amigos & Sunset
Let the front office know if you are interested in leading a "Walking School Bus" to
Mountain Avenue on this day. The more the merrier!
Friday Frozen Yogurt
Friday Fro-Yo will be back on September 27th . Comeenjoy a delicious after-school treat. A
variety of flavors, including dairy-free options, will be available for $3.00 each. Now the TK
and Kinder students can purchase yogurt after their dismissal at the top of the Kinder
ramp. Grades 1st -6th can purc hase after dismissal at the lunch benches. Cash or checks
made to Mountain Avenue Student Body only please.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6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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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to “Back to School Picnic?” PTA will be there to accept donations an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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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nad many

more. If not for fundraising efforts and community support, our school would not have the benefits of
the se importa nt e duc a tion progra ms.
We have different donation levels and each level has different entries to several prizes. Prizes include
tickets to the La Brea Tarpits, LA County Natural History Museum, Parker Anderson certificate, $100
certificate to Arcave, Discovery Cube tickets, passes to Universal Studios, Great Wolf package and many
more!!!!! Consider making a donation and help us continue our traditions. GO BEARS!Log on to
https://jointotem.com/ca/la -crescenta/mountain -avenue-elementary -sch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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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to “Back to School Picnic?” Old gear from last year will be sold!
Log on to: https://mountainavenue.myscho olcentral.com
Questions? Please contact Jennifer at mountainavespiritwear@gmail.com .
EEELP After School Care

An additional afterschool class has been opened up to meet your child care needs! Familie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email enrolleeelp@gusd.net or call 818-247-0775. Our head teacher,
Suzanne Ohanian, can be reached at suzanneohanian@gusd.net. Classes are staffed at an
average of 28 students with two adults at all times. Enrol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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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ank you for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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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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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19, 2019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September 19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오디토리엄
2: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휠드 (Upper Fiel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싸이언스 랩

금요일, September 20

Fall 픽쳐데이 Picture Day
7:30 AM – 합창부 (Chorus) 도서관에서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Mr. Gunnoe 클래스
9 AM - PTA E-보드 미팅,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Troop #1841,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보이스카웃 Boy Scouts of America #360, 오디토리엄

월요일, September 23

기악부 (Instrumental Music), 오디토리엄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농구 (Basketball), 어퍼휠드 (Upper Field)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1:05 PM - 2:05 PM 킨더 테니스 (Kinder Tennis), 메인 운동장 (Primary Field)
2:20 PM - 3:50 PM TK – 3 학년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8103
2:40 PM - 4:15 PM 4 학년 - 6 학년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Rm 2227

화요일, September 24

4:30 PM GUSD 보드 미팅 (Board Meeting)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0 PM - 3:40 PM 체스넛츠 (Chess Nuts), 런치쉘터 (Lunch Shelter)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피클볼 (Pickleball), 어퍼휠드 (Upper Field)
2:20 PM - 3:20 PM 렛츠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00 PM - 4:00 PM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Rm 2223

수요일, September 25

6:30 PM MACK 보드 미팅 (Board Meeting)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5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아트 스튜디오 (1 학년 - 3 학년)
2:40 PM WindTree: 3D Design & Printing, 싸이언스 랩 (4 학년 - 6 학년)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2:40 PM - 3:45 PM 매쓰팀 (Math Team)

목요일, September 26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 3:15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오디토리엄
2: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휠드 (Upper Field)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메인 운동장 (Primary Yar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Marine Biology, 싸이언스 랩

금요일, September 27

7:30 AM – 합창부 (Chorus)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 학생회 발표 (Student Council Skit)
9:00 AM - 학교 봉사자를 위한 워크룸 트레이닝 (Workroom Training)
6 학년 요거트 세일 (Yogurt Sale)

Upcoming Events

October 2-4 - 5 학년 팔리 (Pali Institute) 수학여행 (Field Trip)

Traffic Reminders - 부모님, 직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드랍하거나 픽업하지
마십시요. 학생들은 “녹색 콘” 구역에서만 내려야 합니다.
Ocean View Blvd. 상에 “언제나 스탑 금지” 라고 쓰여진 구역 내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는 교통을 방해하고 안전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CV
주차 집행요원에게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픽쳐데이(Picture Day)!
9/20 에 승리의 미소를 갖고 학교에 오십시요! 모든 학생들은 학교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게 됩니다.
PTA, MACK 및 학부모 자원 봉사자 여러분,
픽쳐데이는 금요일, 9 월 20 일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사용할 "ID" 배지를 위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만, 선택사항입니다. 랩터 싸인 인 시스템 (Raptor Sign In System)
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더 이상 교내에서 자원 봉사자의 개인화된 ID 배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걸어가는 날 (Walk to School Day)
수요일, October 2, 2019
학부모님과 커뮤니티 여러분! 이 중요한 날 아침 7 시 50 분부터 시작하는 "걸어가는
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es )" 를 학교로 인도해 주실 성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4 군데 장소에서 모입니다:
Henrietta & Briggs
Foothill & Briggs
Ocean View & Foothill
Los Amigos & Sunset
이 날에 "걸어가는 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es )" 를 Mountain Avenue 로 이끄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교 오피스에 알려 주십시요. 더 많은분이 참여해 주시면 더 큰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프로즌 요거트 판매 (Friday Frozen Yogurt)
Fro-Yo 가 오는 금요일, 9 월 27 일에 돌아옵니다. 방과 후 맛있는 간식을 즐기러 오십시요.
유제품이 없는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맛이 각각 $3.00 에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TK 와 Kinder
학생들도 방과 후에 Kinder 램프 상단에서 요거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6 학년은
런치벤치 (Lunch Benches) 에서 방과 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법은 현금
또는 Mountain Avenue Student Body 앞으로 쓰여진 체크만 가능합니다. 6 학년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A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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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prize) 을 받게 되고, 100% 의
회원모집을 달성한 첫번째 클래스 (저학년 1 개 반과 고학년 1 개 반) 는 그 학급을 위해 $100 상당의 선물
바구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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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위한 다른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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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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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LP 방과후 케어 (After School Care)
여러분들의 촤일드케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방과후 클래스 (afterschool class) 가 개설
되었습니다! 가족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enrolleeelp@gusd.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18-247-0775 로
전화하십시요. 해드티쳐이신 Suzanne Ohanian 선생님께는 suzanneohanian@gusd.net 으로 연락하십시요.
클래스는 항상 평균 28 명의 학생당 두명의 성인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등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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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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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