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rogress 성적 

10 월 8 일 금요일은 쿼더 1 의 성적 마지막 날 입니다. Progress 성적은 부모님과 학생 인피니티 캠퍼스에서 

10 월 15 일 금요일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을 위해서는 사인인을 한후 Documents 를 선택후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쿼터 2 는 10 월 13 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 RT SGC( 학교 운영 위원회 ) 온라인 커멘트 링크 

RTMS 학교 운영 위원회에  학교 전체 향상을 위해 공유 하고  싶은 아이디어, 생각, 커멘트 등이 있으시면 

커멘트 링크 를 클릭 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멘트 링크에는 선생님과 스텝의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학교에 공유하고 싶을때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학생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 선생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는 학교 전체 관련 

의견이고 한달에 한번씩 있는 미팅에서 공개 될것입니다.  

 

• RTMS 코러스 콘서트 

10 월 6 일 수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학교 Gym 에서 “A World Of Song –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 

코러스 콘서트를 합니다.  

 

• MAP Growth 평가 

10 월 첫 2 주 동안 RTMS 은 수학과 ELA 7 학년 수업시간에  MAP 성장 평가를 시행할 것입니다.  MAP 성장 

평가는 풀턴 카운티 전역에서 2, 4, 7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AP 성장 평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다음에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MAP 성장 평가는 각 학생의 

성과에 따라 문제가 주어지므로, 학생이 학년 수준, 학년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개인화된 평가 경험을 만듭니다.  학생들은 학교 디바이스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학생의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미디어 센터에 디바이스를 가져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하고 밤새 충전하며 충전기를 매일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건강한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MAP 

성장 ELA 시험은 10 월 5 일에서 7 일 사이 ELA 수업시간, MAP 성장 수학 시험은 10 월 13 일에서 15 일 

사이 수학 수업 시간에 시행될 것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그 다음 주에 메이크업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Lahmannl@fultonschools.org 에게 보내 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PSKvHxnBmkbog-zZ2a-_u7osdkbTHPyFVNLSb23pCVNzKw/viewform
mailto:질문은Lahmannl@fultonschools.org


 

• 121 Reach 클럽 

121 Reach 는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과외와 멘토링을 하는 비영리 단체 입니다. 가입 

비용은 없습니다. 올해는 모든 세션을 온라인 상에서 스케즐을 잡아 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생이 121 Reach 등록 링크 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후 학생이 Teams 미팅에 

Join 하기 위한 code 는 cxapbgu 입니다. 부모님이 미팅중에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Ms. Roberson 의 robersons1@fulton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 마스크 안내 

학교 버스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커버하게 써야 합니다. 

마스크는 얼굴의 턱 밑과 옆이 사이즈가 맞아야 합니다. 여분의 마스크를 가방안이나 라커에 두기 

바랍니다.  

 

• 배구 Tryouts 

여자 배구 Tryouts : 9 월 27 일 - 10 월 1 일 

남자 배구 Tryouts : 10 월 4 일 - 10 월 6 일 

 

• Intramurals 

아침 Intramurals 이 9 월 15 일- 4 월 29 일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에 다시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해서  코치 Mullen  에게 제출 하기 바랍니다. 

 

• COVID 관련 보고 사이트  

플톤 카운티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카운티 COVID-19 리포트 사이트 링크 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COVID-19 양성인 경우 

o COVID-19 검사를 기다리는 경우 

o 최근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경우 

 

리포트 사이트에 보고를 한후에는 공중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보건소 담당자가 학생이 

학교에 다시 올수 있는 날을 알려줄것입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vdfQJTjS_RTb08699Y4ikmRHJ8zUUM5PjNHVfV9BSkyucUQ/viewform
mailto:robersons1@fultonschools.org
http://rivertrailathletics.weebly.com/uploads/3/7/1/4/37144029/intramural_reg._2022.pdf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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