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29, 2018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November 29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Report Cards Go Home 
After School Clubs 
Kinder Soccer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Rm 8202 
Lango Spanish Club, Auditorium 
Parker Anderson Kids Lego Robotics, Rm 8201 
First-Sixth Grade Tennis & Soccer 
Chess Nuts, Lunch Benches 

Friday, November 30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Minimum Day  
        11:50 AM - TK Dismissal 
        12:00 PM - K Dismissal 
        12:20 PM - 1-3 Dismissal 
        12:40 PM - 4-6 Dismissal 
 
7:30 AM Chorus Rehearsal  
8:30 AM Flag Ceremony - Mrs. Young’s Class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s #01411 & #1841, Science Lab 

Monday, December 3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Library Closed - Book Fair Set-up 
After School Clubs 
Kinder Tennis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Library  
First-Sixth Grade Basketball  

Tuesday, December 4 Christmas Tree Lighting @ La Crescenta Library @ 5 PM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PTA Book Fair 
7:30 AM Chorus Rehearsal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5311, Science Lab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Wednesday, December 5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PTA Book Fair  
Book Fair Family Night @ 5 PM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Math Team, RM 2111 
FLL Robotics Team, Science & Ar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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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 y, December 6 Student Council Cha rity Gift Drive  
Book Fa ir - La st Da y 
7:30 AM Dra gons & Donuts - Book Fa ir Event 
Honeybird Dine Out   
7:15 PM Chorus Performance  
After School Clubs  
Lango Spanish Class, Auditorium 
Parker Anderson Kids Cooking, Rm 8202 
Parker Anderson Kids Lego Robotics, Rm 8201 
Chess Nuts, Lunch Benches 

Friday, December 7 Student Council Charity Gift Drive 
Spirit Day 
10:30 AM PTA Assn Meeting & Holiday Luncheon   
After School Clubs 
Girl Scout # 01411, Library 

Upcoming Dates  December 8 Campus Beautification  
December 13 Baja Fresh Dine Out  

 
Friday Flag Ceremony and RAIN / Inclement Weather - If it rains on a Friday, we have 
two Flag Ceremonies in the auditorium.  It is a tight fit - but we make it work!  
8:30 Primary (TK - 3) Assembly, All student awards are presented (TK-6) 
9:00 Upper (4-6) Assembly, No Awards Presented 
Parents should plan to attend the 8:30 assembly if their child is being given an award. 
 
 Students on Campus After Hours  
Parents - Just a friendly reminder, students should not be on campus unsupervised 
after hours. Students should not be playing on the apparatus or playing with 
equipment.  Thank you!  
 

Medical Early Pick-Up 
Dear Parents and Friends, 
As you may know by now, if you are picking up your child early for a Doctor’s 
appointment, please provide us with a Doctor’s note whenever the student returns 
back to school. Early pick up does change the student’s attendance, so when having 
the Doctor’s note, it does not penalize the student’s attendanc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Go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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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Club is for upper grade students in grades 4-6. 
Our next Art Club meeting is this Monday, December 3rd from 2:45-3:45 in Room 2108. Extra forms 
can be found outside of Room 2108. Get ready to be creative and have fun making art! See you 
there! 
 
Winter Camp Enrollment (EEELP) 
Hi Mountain Ave. EEELP Families, 
Winter camp enrollment is here! We will have two days available in December and three days in 
January. You may sign up for full day which covers 6:30 am to 6:00 pm at a daily rate of $46.00 Or 
half day which is limited to 7:00-12:00 or 1:00-6:00 at a daily rate of $34.50. The half day hours do 
not include lunch time. EEELP provides a  morning as well as afternoon snack. Lunch must be 
provided from home. There is a $35.00 enrollment fee covering all camp days.  
We will be at 2 different sites for camp. Please read carefully! 
 



 
 

December 27 & 28 
Mann Elementary School 
501 E. Acacia Avenue 
Glendale, 91205 
818-956-0369 
 
January 2, 3, 4  
Fremont Elementary School 
3320 Las Palmas Avenue 
Glendale, 91208 
818-430-0773 

 
Information from PTA!  

   
PTA Book Fair 
You are invited to an Enchanted Forest of Books - The Scholastic 
Book Fair is coming soon!  Just in time for holiday shopping, this year's 
Book Fair is Dec 4-6 and will once again be held in the school library. 
We have so many fun things planned! During the week, students will 
shop once with their class, during lunch/recess, and after school. 
Wednesday, Dec 5 is Family Night from 5-8PM and the fun includes 
door prizes, a photo booth, teachers & staff reading books, a visit from 
Geronimo Stilton, desserts & MORE!  Dragons & Donuts is Thursday, Dec 6 from 7:30-8:15 AM is a 
chance for families to shop and have breakfast! Sponsored by the PTA, the proceeds from the 
Book Fair are used to purchase books and supplies for our classrooms and library. 
 
ALL for BOOKS LOOSE CHANGE DRIVE  Along with our Book Fair, we are teaming up with 
Scholastic to raise money to purchase books for kids in need. Bring your loose and dollars in the 
baggie we provide in the Thursday folder and put them in the All for BOOKS box in the office. The 
box will also be at our Book Fair Family Night and if you donate your change that night, you will get 
a ticket for a drawing to win Book Fair Buck 

 
Missoula  

Want to be a part of Mountain Avenue’s Annual Musical Theatre 
Performance? Once again, Mountain Avenue PTA has partnered with 
Missoula Children’s Theater to lead our students in a whimsical musical 
performance. This year’s show is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It is the 
classic tale, with a unique Missoula twist! Roles are available for students K 
through 6th grade.  Is your child more interested i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at er? Great news; there are a total of 4 Assistant Director Positions 
available to students in either the 5th or 6th grades. For more information, 
check out the registration flyer on peach jar, or in the school office. 
 

Science Fun Fair  
The Science Fun Fair is coming up after Winter Break!  All grades TK-6th are welcome to 
submit a science project in 6 different categories, Experimental, Research, 
Engineering/Technology, Collection, Model, and Demonstration.  There is no judging; 
everyone who enters receives a ribbon and certificate. The entry form deadline is January 
18th, and the Science Fun Fair is February 1st.  Our theme this year is 'Dive Deeper into 
Science!' and we will have the Aquarium of the Pacific mobile aquarium touch tank for 
students to have an immersive ocean experience on Science Fair Family Night. 

 
PTA Beautification Succulent Drive 
The raised planters in the courtyard need our attention. The overgrown shrubs 
have been removed and we are ready to plant a fabulous succulent garden. 
Please donate plants to our 1st ever SUCCULENT DRIVE on Friday, December 7. 



 
 

See  the flyer in this upda te  for pla nt guide lines a nd suggestions. THANK YOU! 
 
Fall Beautification Part 2  
 Please join the PTA Beautification Team Saturday, December 8 from 9AM-12PM as we transplant 
perennials, plant succulents, and weed the front of the school. Meet in the courtyard. Water and 
refreshments will be provided. Sign up using this link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 -fall or text Kathy Necus at 818-400-
4918. Thank you!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Our Educational Foundation. 
THANK YOU to all the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our 2018 MACK Annual Fund Drive. 
If you wish to receive a tax receipt for your MACK donation, email Amelia Lapena at 
MACKAnnualFund@gmail.com. If you have not donated yet, there's still time to 
contribute a nd receive a drawstring backpack for your child(ren)! Turn in your 
donation (cash or check payable to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with an 
envelope labeled MACK Annual Fund Drive with your child's name to your teacher or 
to the front office, or donate online at https://tinyurl.com/MACKgiving . Thank you. 
 
Attention Ralph’s Holiday Shoppers!!   
Did you know that you can register your Ralphs rewards card to raise money for 
our school everytime you shop?  Visit www.ralphs.com and register or re-register 
your card and select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or code #80500 to start 
earning money for our school.  You must register every year after September 1st 
because it expires annually.  Check the bottom of your receipt, if it doesn’t say MACK, then you need 
to register.  Your friends and family can sign up too.  Don’t delay and re-register today!  Any 
questions contact Stacey Sharp: stacsharp@aol.com or (818) 489-4784.  See the flyer in your 
Thursday folder and in the flyers attached to this Thursday update.  
 
Attention Smartphone Users!!!   
M.A.C.K. has partnered up with eScrip's Benefit Mobile app to earn money for our 
school.  Benefit Mobile is a gift card platform that allows you to buy gift cards 
directly from your device and redeem them immediately or share electronically.  
A percentage of your purchase goes directly to our school.  Simply download the  
Benefit mobile app on your mobile device, enter a credit/debit card, choose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as the beneficiary, and buy gift cards that 
you can redeem immediately from your device, or email or print to give as gifts. 
It's convenient and better for the environment.  Join Benefit mobile today to turn your everyday 
shopping and gift giving into dollars for our school. Contact Stacey Sharp at stacsharp@aol.com or 
(818) 489-4784 for more Information. 

 
Support 6th Grade!  

 
Holiday Gift Shop!  

Come support your 6th Grade class and shop at the Holiday Gift 
Shop coming this December 11-13. Buy a gift for a family 
member, sibling, parents, friend or teacher. Prices range from 
$0.50 - $10.00. Gift wrapping available for free. Students can 
shop before school, morning recess, lunch recess, and After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fall
https://tinyurl.com/MACKgiving
http://www.ralphs.com/


 
 

School. Look out for flie rs a nd shopping envelopes. See  you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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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_ 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

=ur2&amp=1789&creative=9325 
 

Peachjar (Flyers) 
There’s a n ea sie r wa y to view flyers! Here  is the  link for Pea chja r, where you would be  a ble  
to view a ll the flyers tha t ha s to do with School a nd everything in be tween! 
Plea se  sta rt re fe 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 ll of the  flyers! Pea chja r Flyers   

 
Mounta in Avenue  pa rtic ipa tes in PBIS, which sta nds for Positive  Beha vior Inte rventions 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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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November 29, 2018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목요일, November 29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성적표 발송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축구 ( Soccer) 

파커 앤더슨 Kids Cooking, Rm 8202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 오디토리엄 

파커 앤더슨 Kids Lego Robotics, Rm 8201 

1학년 - 6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체스넛 (Chess Nuts) – 런치 밴치즈 

금요일, November 30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Minimum Day  
        11:50 AM - TK Dismissal 
        12:00 PM - K Dismissal 
        12:20 PM - 1-3 Dismissal 
        12:40 PM - 4-6 Dismissal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아침조회 (Flag Ceremony) - Mrs. Young 클래스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 #1841, 싸이언스 룸 

월요일, December 3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도서관 닫음 – 북페어 준비 (Book Fair Set-up)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킨더 테니스(Tenni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도서관  

1학년 - 6학년 농구 (Basketball)  

화요일, December 4 Christmas Tree Lighting @ La Crescenta Library @ 5 PM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PTA 북페어 (Book Fair)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5311, 싸이언스룸 

렛즈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2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RM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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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December 5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PTA 북페어 (Book Fair) 

Book Fair Family Night @ 5 PM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매쓰 팀 (Math Team), RM 2111 

FLL 로보틱스 팀 (Robotics Team), Science & Art Room 

목요일, December 6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PTA 북페어 (Book Fair)  - 마지막 날 

7:30 AM Dragons & Donuts - PTA 북페어 (Book Fair) 이벤트 

다인 아웃 at Honeybird  
7:15 PM 합창부 (Chorus) 공연 (Performance)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랭고 스페인어 클래스 - 오디토리엄 

파커 앤더슨 Kids Cooking, Rm 8202 

파커 앤더슨 Kids Lego Robotics, Rm 8201 

체스넛 (Chess Nuts) – 런치 밴치즈 

금요일, December 7 학생회 (Student Council) 자선 선물 모으기 운동 (Charity Gift Drive)  

스피릿 데이 (Spirit Day) 

10:30 AM PTA 연합회 미팅 & 할러데이 오찬 모임 (Holiday Luncheon)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걸스카웃 (Girl Scout) #01411, 도서관 

다가오는 날짜들 December 8 환경 미화의 날 (Campus Beautification) 

December 13 다인 아웃 at Baja Fresh  

 
Friday Flag Ceremony and RAIN / Inclement Weather - 금요일 아침조회 & 비/험한 

날씨 -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 우리는 강당에서 두 번에 걸쳐 아침조회를 갖게 됩니다. 강당 

안은 비좁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8:30 저학년 (TK-3학년) 을 위한 아침조회, 모든 학년 (TK-6) 의 우수학생을 위한 시상식 

9:00 고학년 (4-6 학년) 을 위한 아침조회, 시상식 없음 

여러분의 자녀가 상을 받게 되면, 부모는 8시 30 분 어셈블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 캠퍼스에서 (Students on Campus After Hours)  

학부모님 –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감독없이 (unsupervised) 학교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놀이터에서 놀거나 학교 장비를 가지고 놀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한 조퇴 (Medical Early Pick-Up) 

학부모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의사와의 약속을 위해 일찍 자녀를 픽업하는 경우,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마다 의사의 소견서 (Doctor’s Not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학생의 출석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의사의 소견서 (Doctor’s Note) 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출석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우 베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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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다음 아트클럽 미팅은 월요일, 

12월 3일, 오후 2:45-3:45 에, Room 2108 에서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는 Room 2108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준비를 하십시요! 거기서 만나보길 바랍니다! 

 

Winter Camp Enrollment (EEELP) 

마운틴 애비뉴 EEELP 가족 여러분, 

겨울 캠프 등록이 준비되었습니다! 12월에는 2 일간, 1월에는 3 일간 가능합니다. 아침 6:30 부터 오후 6:00 

까지, 하루당 $46.00 에 온종일 반으로, 또는 7:00-12:00 아니면 1:00-6:00로 제한되는 반나절 반은 $34.50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반에는 점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EELP는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제공 

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준비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든 캠프일을 위한 등록비는 $35 입니다. 

우리는 캠프를 위해 2 개의 다른 싸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December 27 & 28 
Mann Elementary School 
501 E. Acacia Avenue 
Glendale, 91205 
818-956-0369 
 
January 2, 3, 4  
Fremont Elementary School 
3320 Las Palmas Avenue 
Glendale, 91208 
818-430-0773 

 
 

                                                         Information from PTA! 

 PTA Book Fair  

매혹적인 숲 도서 박람회에 초대되었습니다 - Scholastic Book Fair 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샤핑시즌을 맞아 올해 박람회는 12 월 4-6 일에 

학교 도서관에서 다시 열립니다. 우리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수업 중, 점심시간/리세스 중에 자기 클래스에서, 그리고 

방과 후에 쇼핑을 할 것입니다. 12월 5 일 수요일은 5-8 PM에 패밀리 나잇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재미있는 이벤트로는 도어 프라이즈, 사진 부스, 교사 및 교직원이 책 읽어주기, 

제로니모 스틸턴 (Geronimo Stilton) 방문, 디저트 및 기타 등등이 포함됩니다! Dragons & Donuts행사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 30 분부터 8시 15 분까지 가족들이 쇼핑하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PTA가 후원하는 도서 박람회의 수익금은 교실 및 도서관을 위한 서적 및 물품 구입에 사용될 것입니다. 

 



 
 

ALL for BOOKS LOOSE CHANGE DRIVE  우리는 Book Fair와 함께 Scholastic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책 구입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즈데이 폴더에 보내 드리는 봉투에 여러분의 잔돈을 

가져와 사무실 안에 마련되어 있는 All for BOOKS 상자에 넣어 주십시요. 이 상자는 도서 박람회 패밀리 나이트 

(Book Fair Family Night) 에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여러분께서 그날 밤에 잔돈을 기부하시면, Book Fair 

Buck 을 위한 추첨티켓을 받게 됩니다. 

 

미쥴라 (Missoula)  
Mountain Avenue 의 연례 뮤지컬 띠어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Mountain Avenue PTA는 다시 한번 Missoula Children's Theatre와 파트너십을 

맺어 특별한 뮤지컬 퍼포먼스에 학생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쇼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입니다. 고전적인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미줄라 (Missoula) 만의 독특한 각색이 들어간 무대입니다! 

역할은 킨더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무대예술의 

기술적 측면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 5학년 또는 6학년 학생들에게 총 

4 개의 조감독 (Assistant Director Position) 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피치자 전단지나 학교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등록 전단지를 확인하십시요. 

 

Science Fun Fair  

Science Fun Fair는 겨울방학이 지난 후입니다! TK-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실험, 

연구, 공학/기술, 수집, 모델 및 시연 등 6가지 범주로 과학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없으며, 참가자는 모두 리본과 참가 증명서를 받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은 1월 18일이고, 과학 박람회 (Science Fun Fair) 는 2월 1일입니다. 올해 

주제는 '과학에 깊이 빠져라 (Dive Deeper into Science)!' 이고, 우리는 과학 박람회 

Family Night에 흥미로운 해양 체험을 위해 퍼시픽 수족관 (Aquarium of the Pacific) 

의 이동식 터치 탱크를 준비할 것입니다. 

 
PTA Beautification Succulent Drive 
학교 캠퍼스 안뜰에 자라난 나무들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크게 자란 관목들은 

제거되었고, 우리는 멋진 다육식물 (succulent) 을 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12월 

7일에 있을 우리의 첫번째 SUCCULENT DRIVE에 식물을 기부하십시오. 플랜트 지침및 

제안은 이 업데이트의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Fall Beautification Part 2  
PTA 환경미화 팀 (Beautification Team) 에 토요일,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참여해 주십시요. 

우리는 다년생 식물을 이식하고, 다육식물 (succulent) 을 심고, 학교 앞의 잡초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코트야드 

(courtyard) 에서 만나요. 물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이용해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fall 등록해 주시거나 Kathy 

Necus 께 818-400-4918 문자를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https://www.signupgenius.com/go/5080A45A4AE23A4F94-fall


 
 

M.A.C.K Information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우리의 교육 재단.   

2018년 MACK 의 연례 기부금 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가족에게 감사 

드립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을 원하시면, MACKAnnualFund@gmail.com Amelia 

Lapena 께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면, 자녀(들)이 백팩에 

매다는 MACK 끈 (drawstring) 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하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봉투에 MACK이라고 쓰시고 자녀의 이름을 쓰신 후 기부금을 넣어 선생님이나 

학교 오피스에 제출하시거나 https://tinyurl.com/MACKgiving 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Attention Ralph’s Holiday Shoppers!!  Ralphs 에서 쇼핑할 때마다 우리학교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Ralphs 리워드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www.ralphs.com을 방문하여 리워드카드를 등록 또는 

재등록하시고,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를 선택 하시거나 #80500을 

선택하시면 저희 학교를 위한 기금모금이 시작됩니다.  

매년 만료되기 때문에 매년 9월 1일 이후에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하단에 MACK이라고 나와있지 

않다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친구와 가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체하지 말고 다시 등록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Stacey Sharp 께 stacsharp@aol.com 또는 (818) 489-4784 로 연락하십시요. 떨즈데이 폴더의 

전단지와 이번 떨즈데이 업데이트에 첨부된 전단지를 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자 여러분(Smartphone Users)!!!   
M.A.C.K. 은 우리 학교를 위해 돈을 벌 수 있게 eScrip의 Benefit Mobile 앱 

(eScrip's Benefit Mobile app) 과 제휴하였습니다. Benefit Mobile은 기프트 

카드 플랫폼으로 기프트 카드를 직접 구입하여 즉시 사용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매액 중 일정 비율이 우리학교로 직접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모바일 장치에 Benefit mobile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크레딧카드/데빗카드를 입력하시고 수혜자로 

MACK (Mountain Avenue Committed to Kids) 를 선택하신 후, 기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시거나, 이메일이나 인쇄물로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환경에 더 

좋습니다. 오늘 Benefit Mobile에 가입하시어 일상적인 쇼핑과 선물로부터 일정금액을 학교에 기부할 수 있게 

바꾸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Stacey Sharp 께 stacsharp@aol.com 또는 (818) 489-4784로 문의하십시오. 

 
 

 

6학년을 도웁시다! 
Holiday Gift Shop!  

6 학년 졸업반을 지원하고 12 월 11-13 일에 열리는 할러데이 기프트 샵 

(Holiday Gift Shop) 에서 샤핑하십시요. 가족들, 형제자매, 부모, 친구 

또는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사십시요. 가격은  $ 0.50 - $ 10.00입니다. 

선물 포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방과 전, 오전 중 쉬는시간, 

mailto:MACKAnnualFund@gmail.com
https://tinyurl.com/MACKgiving
http://www.ralphs.com/


 
 

점심 시간 및 방과 후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및 쇼핑 봉투를 찾으십시오. 곧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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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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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https://app.peachjar.com/flyers/all/schools/5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