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March 12, 2020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March 12

TK - 6th Grade Report Cards Sent Home
After School Clubs
2:20 PM-3:10 PM LANGO Spanish, Science Lab
1:05 PM-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3:40 PM 1st- 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Friday, March 13

Jogathon Pledge Funds Due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2:15 PM GS Troop #01411, Art Studio
2:45 PM GS Troop # 1841, Science Lab
6 PM Boy Scout of America #360, Auditorium

March 16-23

SPRING BREAK

Tuesday, March 24

School Resumes
Sixth Grade Panoramic Pictures
After School Clubs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2:45 PM- 3:45 PM GS Troop 4511

Wednesday, March 25

After School Clubs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2:25 PM- 3:25 PM WindTree: Creative Engineering , Art Room ( First
-Third Gr.)
2:45 PM- 3:45 PM WindTree: Creative Engineering , Science Lab ( Fourth
-Sixth Gr.)
2:45 PM- 3:45 PM School Site Council Meeting, Staff Lounge
6:30 PM- 8:00 PM MACK Board Meeting, Auditorium

Thursday, March 26

Student Council Used Book Sale
HoneyBird Dine-Out!
After School Clubs
1:05 PM-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3:40 PM 1st- 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Friday, March 27

Student Council Used Book Sale
Spirit Day: Character Day!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After School Clubs
2:45 PM GS Troop # 1841, Science Lab
6:00 PM- 8:00 PM Son VIP Dance, Auditorium

Upcoming Events

April 13-May 1- CAASPP for Grades 3-6

An Important Message from Principal Scott
Good morning Mountain Avenue Community,
Yesterday,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Superintendent and District Leadership to get an
update on the COVID-19 epidemic. As you know, this is a fluid situation with new information coming
to light every minute. Last night, Governor Gavin Newsomand California public health officials issued
an updated policy on gathering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low the spread of COVID-19. The
directive is as follows:

The state’s public health experts have determined that gatherings should be postponed or
canceled across the state until at least the end of March. Non-essential gatherings must be
limited to no more than 250 people, while smaller events can proceed only if the organizers
can implement social distancing of 6 feet per person.
Following spring break and extending through mid -April, Glendale Unified is postponing all events
and activities that bring large groups of students, adults, and community members together,
including open houses, assemblies, and field trips. Alternate approaches to these events, which limit
close contact, may include conducting assemblies via intercom announcements or conducting
events online.
Here is information about Mountain Avenue Events through April.All of these events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being rescheduled,modified, postponed, and/or cancelled.
All Flag Ceremonies through the end of April
3/12/2020 Critter Squad Assembly
3/13/2020 Chorus Practice
3/27/2020 Son VIP Dance
4/2/2020 PTA Founders Day
4/3/2020 MACK Jogathon Party
4/10/2020 2nd Grade Field Trip to Stough Canyon
4/14/2020 Instrumental Solo Recital Concert
4/17/2020 Science Club
4/18/2020 MACK Night Out
4/23/2020 PTA Culture Night
We will evaluate events scheduled for May after Spring Break.
If you have the time, Irecommend that you watch about an hour’s worth of footage from
Wednesday’s GUSD School Board meeting. You can find the link here,
https://www.gusd.net/Page/13312 . You can hear from Glendale Fire, USC Verdu
go Hills Hospital,
and our District on the public health situation before us and how we would respond. I recommend
watching this.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entire Glendale Unified community. We
will continue to adjust our practices based on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from state and
local health and education authorities and provide you with frequent updates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I will be happy to do my best to he
lp
you in any way I can.
Jaclyn Scott
Principal Mountain Avenue

2020-2021 New Family Enrollment
Welcome Parents, 2020-2021 School Year is just around the corner! Please
see the link below to register online for an appointment time for Enrollment.
Please read carefully as to what is NEEDED when you come to your
appointment! 2020-2021 Sign Up Genius Enroll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front office 818-248-7766 and ask for Mrs. Narineh Sety. Thank you!
MACK Jog-a-thon Pledges due Tomorrow MARCH 13!!!!
Remember to turn in your pledges in order to qualify for prizes. You can add to money already turned in, too!
We will announce winners at the Flag Ceremony on March 27th.
PTA Treasurer
Mountain Ave PTA needs a treasurer for the upcoming 20-21 school year! Seeking an organized parent
to serve a very important position on our PTA. Software is already in place and training is available. It is a
great way to support our school, be involved and have fun! Please contact Latha Risso, the PTA Board
nominating committee chairperson with any questions or interest at moms4pta2017@gmail.com or call or
text 323-974-5906.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CAASPP Testing
The testing season has arrived. All 3rd through 6th grad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e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CAASPP). Testing will begin the week of April 13 and continue through
May 1st. All students in grades 3 through 6 will take tests in both English Language Arts and Math. 5th grade
will also take a Science Test. Please see the attached parent letter in Peachjar for more information.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Elizabeth Tamez etamez@gusd.net
PTA Founders Day
JOURNEY UNDER THE SEA: The 53rd Mountain Avenue PTA Founders Day celebration is
on Thursday, April, 2, 2020. Join us to honor the Founders of PTA with Student, Parent, and
Staff Signers; Honorary Service Awards; and the presentation of the 2020-21 PTA Board.
Meals are available for purchase at 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 See the
PeachJar flyer for more details. See you there!

Yearbook Purchases
Yearbook purchases will be done only online through our Mountain Avenue
Yearbook Store: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 . We will start yearbook
sales on March 1st. This year, the yearbook will be$35.00. Sales will end on May 8th.
Yearbooks will be passed out to students on the last day of school. We will have a
limited amount of yearbooks on hand to sell on the last day of school. If you miss
both sales, yearbooks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through our yearbook website, howev er, you will have
to pay for your own shipping and handling as it will be delivered to your house directly.
Disclaimer: Currently, the Yearbook cover shown on our yearbook website is a placeholder. The yearbook cover is under
construction.

LoveLines
Lovelines are now available for purchase! Lovelines are $5 and we can only offer 200
characters. All purchases will be done online through our Mountain Avenue Yearbook Store:
https://mountainavenue.pic aboo.com/ under Parent Ad. It is first come, first serve! The last
day to purchase a Love Line is April 30th.
Disclaimer: Please add the recipient’s name in your message and double check your spelling and grammar. The
yearbook committee will only copy and paste your message onto the page.

~ The PTA Yearbook Committee

Summer School Fee Based Offers!
GEF 6th Grade
GEF Summer School is again offering a special class at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for current 6th
grade students to help them prepare for middle school. Get Ready for Middle School Math is a non-credit
enrichment clas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fferent approaches to math. The class is from 8:00 to
10:30, from either June 15 to June 30, or July1 to July 17. Tuition is $150.
There will be two parent nights… March 25, 6:30 pm at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and March 26, 6:30
pm at Wilson Middle School.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in your school office, on the website, and are due by April 16.
GEF 2nd-7th Grade
GEF Summer School Summer Theater Camp deadline is rapidly approaching! April 16 is the deadline…
so get your students signed up!. Summer Theater Camp is a non-credit enrichment class taught by the
drama teachers at Crescenta Valley High. The class is from 8:00 to 10:30, from June 17 to July 2. Tuition
is $150 plus a $10 materials fee.
In addition, this year we are offering Summer Musical Theater Camp, also non-credit and taught by the
drama teachers at Crescenta Valley High. Musical Camp students will stay until 11:30, and the tuition is
$225.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and in your school office.
ED100
Mountain Avenue PTA is partnering with Ed100.org this year to learn more about
California’s education system. We already have a parent that has GRADUATED
the program! How many parents can we graduate this year??? The Check it out:
www.ed100.org (Be sure to login and select our school to increase our chances in
a drawing!).
Yearbook Club
Do you have photos you want to share with the Yearbook Club? Here is the link: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Using this link, your photos will automatically
appear in our yearbook editing platform! Thank you for sharing! Disclaimer: With so

many submiss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r uploaded photo will be used in the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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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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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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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12, 2020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March 12

TK - 6 학년 성적표 (Report Cards) 발송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10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싸이언스 랩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프라이머리 야드 (Primary Yar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필드

금요일, March 13

MACK Jog-a-thon 모금액 제출 마감일 Pledge Money is due!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걸스카웃 Troop #01411,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2:45 PM 걸스카웃 Troop # 1841, 싸이언스 랩
6 PM Boy Scout of America #360, 오디토리엄

March 16-23

SPRING BREAK 봄방학

화요일, March 24

학교 개학 (School Resumes)

6 학년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2:45 PM - 3:45 PM 걸스키웃 Troop 4511

수요일, March 25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2:25 PM - 3:25 PM WindTree: Creative Engineering, 아트 룸 (Art Room) (1 학년 - 3 학년)
2:45 PM - 3:45 PM WindTree: Creative Engineering, 싸이언스 랩 (Science Lab) (4 학년 - 6 학년)

2:40 PM - 3:45 PM School Site Council 미팅, 스태프 라운지 (Staff Lounge)
6:30 PM - 8:00 PM MACK 보드 미팅, 오디토리엄
목요일, March 26

학생회 (Student Council) 중고책 세일 (Used Book Sale)
HoneyBird 다인아웃 ( Dine-Out)!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프라이머리 야드 (Primary Yar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필드

금요일, March 27

학생회 (Student Council) 중고책 세일 (Used Book Sale)
스피릿데이 (Spirit Day): 캐렉터 데이 (Character Day)!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5 PM 걸스카웃 Troop # 1841, 싸이언스 랩
6:00 PM - 8:00 PM Son VIP Dance, 오디토리엄
다가오는 행사들

April 13-May 1 - 3 학년 - 6 학년 CAASPP 가주학력평가 시험

An Important Message from GUSD
Glendale 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커뮤니티께,
독특하고 진화하는 COVID-19 (Novel Coronavirus) 상황을 탐색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우리는이 같은 책임감을 매우 중요시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렌데일시에는 확인된 COVID-19
사례가 없습니다. Glendale Unified 학교는 다음주 봄방학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직원이 모든 학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게 되며, 교육구 직원은 학교 폐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계속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COVID-19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방학 동안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학교 휴교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날짜를 추가하여 봄방학 기간을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봄방학 중에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질병 관리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website 웹싸이트에서 최신 여행조언을 확인하십시요.
현재 CDC 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및 한국에 대해 3 단계 여행경고 (level 3 travel warnings: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닌 경우는 피하기) 를 발행했습니다. 이 국가에서 돌아온 여행자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14 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 (self-isolate)" 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이 권장 사항을
준수하며 3 단계 여행경고가 내려져 있는 국가로 여행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온 후
14 일 동안 집에 있어야 합니다. 추후에 국가 목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도록
요청받게 된 학생의 경우, 학부모는 (818) 241-3111 x1208 글렌데일 교육구의 교육서비스 부서 (department of
Educational Services) 에 전화하여 독립적인 학업 계약 (independent study agreement)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위생습관을 실천하고 최신정보를 계속 접하고 유지하며, 허위 정보의 확산에 맞서서 우리의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신 정보와 자료로 글렌데일 교육구 웹싸이트
Glendale Unified website 와 우리 교육구의 페이스북 Facebook 및 트위터 Twitter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질병 통제 예방국 CDC 또는 LA 카운티 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웹싸이트를 방문하십시요.
2020-2021 새가정 New Family 등록 Enrollment
학부모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0-2021 학년도가 곧 다가옵니다! 새가정
등록을 위한 약속시간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 링크 2020-2021
Sign Up Genius Enrollment 를 참조하십시요. 약속에 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오피스 818248-7766 에 전화하셔서 Mrs. Narineh Sety 를 찾으십시요. 감사합니다!
MACK Jog-a-thon Pledges due Tomorrow MARCH 13!!!!
Jog-a-thon 모금액 제출 마감일이 내일, 3 월 13 일입니다
상품을 받으려면 서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요. 이미 돈을 제출하였어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 월 27 일 아침조회 (Flag Ceremony) 에서 상품 당첨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PTA Treasurer
Mountain Ave PTA 는 다가오는 20-21 학년도 재정 담당관 (treasurer) 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PTA 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을 만한 조직적인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교육이 가능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이나 관심이 있으시면 PTA
임원진 지명위원회 위원장이신 Latha Risso 에게 moms4pta2017@gmail.com 으로 이메일하시거나, 323-9745906 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하십시요.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CAASPP Testing 가주 학력평가 시험
테스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3 학년에서 6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생 학력 및 성취도 평가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 CAASPP) 시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테스트는
4 월 13 일 주부터 시작하여 5 월 1 일까지 계속됩니다. 3 - 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시험을
치릅니다. 5 학년은 과학 시험도 치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에 첨부된 학부모님께 보내진 편지를 참조
하십시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Elizabeth Tamez 께 etamez@gusd.net 으로 문의
하십시요.
PTA 화운더즈 데이 (PTA 창립기념일)
바다 속 여행 (JOURNEY UNDER THE SEA): 제 53 회 마운틴 애비뉴 PTA 창립기념일
축하행사는 목요일, 2020 년 4 월 2 일에 개최됩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노래발표회; 명예 봉사상 수여; 그리고 2020-21 PTA 이사회 발표와 함께 PTA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거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구입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구입은 Mountain Avenue 이어북 스토어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3 월
1 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35.00 입니다.
판매는 5 월 8 일에 끝납니다.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학교 마지막 날에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학교 마지막 날에 판매할 수 있는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구입을 못하신 경우에는, 이어북 스토어 웹싸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집으로 직접 배송되므로 배송 & 핸들링 (shipping and handling)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 현재 이어북 스토어 싸이트에 보이는 앨범표지는 임시로 넣어둔 것입니다. 앨범표지는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러브라인즈 (LoveLines)
이어북에 들어가는 러브라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러브라인은 각각 $5 이며, 최대 200 자
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매는 마운튼 애비뉴 이어북 스토어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 의 Parent Ad 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선착순입니다! 러브라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4 월 30 일입니다.
면책 조항 : 메시지에 수신자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 철자와 문법을 다시 확인하십시요.
이어북커미티는 메시지를 카피해서 (only copy and paste ) 그대로 앨범 페이지에 추가하게
됩니다. ~ PTA 이어북커미티 (Yearbook Committee)

유료 써머스쿨 Summer School Fee Based Offers!
GEF 6th Grade
GEF Summer School 은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에서 현재 6 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준비를 위한 특별
수업을 제공합니다. 중학교 수학 준비 과정 (Get Ready for Middle School Math) 은 Math 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학점 보충수업입니다. 수업은 6 월 15 일 - 6 월 30 일 또는 7 월 1 일 - 7 월 17 일에
8:00 - 10:30 에 있습니다. 수업료는 $150 입니다.
2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arch 25, 6:30 PM, CV 하이스쿨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에서, 그리고 March 26, 6:30 PM Wilson Middle School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싸이트 –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학교 사무실,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등록마감은 4 월 16 일입니다.
GEF 2nd-7th Grade
GEF 써머스쿨의 하계 띠어러 캠프 (Summer Theater Camp)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월 16 일이
마감일입니다. 학생들을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Summer Theater Camp 는 Crescenta Valley High 의 드라마
교사들이 가르치는 비학점 보충수업입니다. 수업은 6 월 17 일에서 7 월 2 일까지 8:00 - 10:30 에 있습니다.
수업료는 $150 + 재료비 $10 입니다.
또한 올해는 크레센타 밸리 하이 (Crescenta Valley High)의 드라마 교사들이 비학점으로 운영하는 하계 뮤지컬
띠어러 캠프 9Summer Musical Theater Cam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캠프 학생들은 11:30 까지 머물며,
수업료는 $225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싸이트 –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학교 사무실,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D100
Mountain Avenue PTA 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올해 Ed100.org 와 제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신
(GRADUATED) 부모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의 부모님이 졸업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십시요: www.ed100.org (로그인하시고 우리학교를 선택하셔서
추첨에 뽑힐 기회를 높여 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어북 클럽 (Yearbook Club)
Yearbook Club 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십니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사진이 저희 이어북클럽 편집
플랫폼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제출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사진이 이어북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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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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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