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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년 새학년 준비 

 

❖ STUDENT FEES ( 학생 FEE ) 

• 2021년 8월 1일부터 학교 Online School Payments ( OPS ) 에서  Sneak Preview 아이템( Hall Locker, PE T-Shirt, PE Shorts, PE 

Locker.  Hall Locker )을 Pay 할 수 있습니다. Hall Locker 는 Wolfpack 선생님이 지정해 주실 것입니다.  PE Locker 는 PE 수업 

시간에 정해질 것입니다. PE T-shirts 와 Shorts 는 Sneak Preview 날 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gym 에서 픽업할수 있습니다.  

• 두가지 방법으로 OPS 에서 Pay 할수 있습니다.  VISA 와 Mastercard 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1. 학교 웹사이트 rivertrailmiddleschool.org  에서 OSP  클릭 

2. OSP는 이제  mobile app ( “iOS (Apple) 또는  Android” )  에서 다운 로드 할수 있습니다.  App Store 에서 mobile app  받기 – 

OSP Online School Payments. 

• Fee 를 내고 난 후에 Sneak Preview 날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PE 와  Wolfpack 선생님에게 프린트한 

영수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 SNEAK PREVIEW날 현금이나 첵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정( 예 – 인터넷, 크레딧 카드가 없는 경우 ) 이 있으면 Diane Phillips 이메일  phillipsd@fultonschools.org  또는 470-254-8601 로 

연락해서 다른 방법으로 fee를 내는 방법을 만드시기바랍니다. RTMS 는 한정된 사례에 관해서 정확한 금액의 현금을 받을 것입니다.  

❖ SNEAK PREVIEW날짜     

• 2021년 8월 5일- 6학년 12-2pm   *   7학년 2:30-4pm   *   8학년 Grade 4:30-6pm * 

 

❖ RESIDENCY VERIFICATION ( 거주 증명 ) 

• 6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또는 재학생중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2가지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세, 전기세 고지서중 하나, 거주 증명 서류중 하나) 부모님께 서류를 학교에 보내는 방법에 관한 이메일을 학교 시작 전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 STUDENT SUPPLY LIST ( 학생 필요한 학용품 목록 ) 

• 학교 웹사이트 rivertrailmiddleschool.org  에서 student school supply list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 FIRST DAY OF SCHOOL (  첫 등교 날짜  ) 

• 2021년 8월 9일– School Day 8:55am – 4:05pm 

 

❖ CURRICULUM NIGHTS ( 커리큘럼 나잇 ) 

• 2021년 8월 31일 ( 6학년 ) - 6:30-8:00pm * 2021년 9월 1일 ( 7학년 ) -  6:30-8:00pm * 

2021년 9월 2일 ( 8학년) - 6:30-8:00pm*  

• Curriculum Nights 은 부모님이 1년간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을 만날수 있는 날입니다. Curriculum Nights 은 RTMS 의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수 있는 행사 입니다.    

*** 날짜 및 시간은 COVID – 19 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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