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 월 10 일          Campus Parent 에서 1 학기 성적 확인 

2 월 12 일          아카데믹 토너먼트 ( 연기된 날짜 ) 

 

• TEXT4HELP (안전, 익명, 항상 사용 가능 ) 

"Text4Help"는 FCS 학생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익명의 텍스트( 문자 ) 라인 

입니다. 이 라인은 일주일 내내 24 시간 동안 3 분 안에 10 대들이 면허가 있는 임상의 에게 문자로 연락할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야간, 주말 및 휴일 휴가에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은 "RTMSWolves"라는 문자를 1-844-201-9946 에  보낼 수 있습니다. 

 

 

 

• 1 학기 Final 성적  

1 학기 성적을 1 월 10 일 월요일에 Campus Parent/ Campus Student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포털에 

사인인을 한후 Documents 클릭후 Grade report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리포트 기간은  쿼터 3 의 4 주 

반인 2 월 2 일 수요일 까지 입니다.  

 

• 아카데믹 토너먼트 연기 

1 월 17 일 예정 이던 아카데믹 토너먼트는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2 월 12 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학생들중 

토너먼트 참가 자격 시험을 못본 학생들은 다음 이주 동안 자격 시험 링크 에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학교 

코드는  SP00002E8 입니다.  

https://orqe.iac-exams.com/orqe


• 미디어 센터 안내  

디바이스 Swaps ( 교체 ) : 디바이스가 필요한 학생 또는 부모님은 미디어 센터에 미에일을 보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프론트 오피스 또는 입구에서 교체 할수 있게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학교에 오시면 안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디바이스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벌금 안내 링크 확인  

1- Blue 스크린 – Recovery 스크린 

2- Broken/ Damaged 디바이스 ( $ 100 fee ) 

3- Lost/ Stolen 디바이스 ( $ 250 fee ) 

충전기  - 만약 분실 했으면 $30 fee 를 내면 학교에서 새 충전기를 픽업할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보낼때  

Dell 또는 Thinkpad 인지 알려주시고 픽업 타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Tech 질문 – 디바이스 교체가 아닌 질문은 핫라인 전화 번호 470-254-HELP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에서 디바이스 교체를 못했으면 집에있는 디바이스에서 ClassLink 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 K- 12 ELA 교과서 공개 검토 

K-12 ELA 교과서 채택은 2021 년 11 월 29 일부터 2022 년 1 월 21 일까지 공개 검토를 위해 공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님 한국어 안내 링크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Innovation 아카데미 등록 안내 

8 월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중  Innovation 아카데미에 등록을 원하면 1 월 15 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 Intramurals 

9 월 15 일 – 4 월 29 일 까지 아침 Intramural 을 수, 목요일에 합니다. 등록 폼을 작성해서 코치 Mullem 

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fultonk12-my.sharepoint.com/:w:/g/personal/wiseb_fultonschools_org/EbOHtYzV3tdCq5U4B7-zph0BFbZIYLVerjUqVpUkldjFUg?rtime=EMhBcS3R2Ug
https://www.fultonschools.org/cms/lib/GA50000114/Centricity/domain/1348/textbook%20adoption/6-12%20Parent%20Flyer%20-%20Korean.pdf
https://www.fultonschools.org/ia
http://rivertrailathletics.weebly.com/uploads/3/7/1/4/37144029/intramural_reg._2022.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