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0 월 25-29            레드 리본 주  

11 월 22-26 일        추수감사절  Break 

 

• Late Start Day 안내 – 10 월 25 일 월요일 

10 월 25 일은 평상시와 같은 스케즐로 시작합니다. Carpool, 스쿨버스, 아침식사 스케즐도 평상시와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평소와 같이 8 시 55 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 학생 아침 drop off 시간 

아침 헬프 세션을 위한 선생님이 주신 Pass 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오전 8 시 15 분 전에는 

학교안으로 들어 올수 없습니다. 8 시 15 분이 될때 까지는 차안에 있어야 합니다. 

 

• Johns Creek 시 에세이 콘테스트 

Johns creek 시 15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는 “ My Exceptional City “ 라는 

주제의 에세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세이 Flyer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RTMS 이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 8 위로 선정 

U.S. News & World Report 는 2021 년 "최고의 중학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리버 트레일 중학교는 

조지아 중학교에서 8 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 노스뷰 고등학교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RTMS 중학생들 안내 

Northview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중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RTMS 중학생은 행사 내내 

어른의 동행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학생은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티켓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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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3073&FileName=Essay%20Contest%20Flyer.pdf
https://www.usnews.com/education/k12/articles/how-us-news-calculated-the-ranking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PSKvHxnBmkbog-zZ2a-_u7osdkbTHPyFVNLSb23pCVNzKw/viewform


• 이번주 학생 성공 기술( Student Success Skills - Learning Skills ) 학년별 링크 

6 학년 링크, 7 학년 링크, 8 학년 링크 

 

• 처방전 약품 회수 안내 ( 10 월 23 일 토요일 오전 10 시 – 오후 2 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Flyer 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 아티스트 학생들 ! 

매년 하는 교육감 Winter Card Art 에 관심 있는 FCS 학생 PK- 12 학생 들은  11/12/21 까지 JPEG 형식으로 

wintercard@fultonschools.org 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Betsy Eppes 

이메일인 eppese@fultonschools.org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MOYA ( 청소년의 달 ) 달력  

MOYA 달력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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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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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IS Rewards 링크  

• JCHS Gladiator 링크 ( Gladiator Robotics 팀 )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070&FileName=6%20th%20G%20parent%20-10-22.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071&FileName=7th%20G%20parent-10-22.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072&FileName=8th%20G%20parent-10-22.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2822&FileName=2021%20October%20DEA%20TakeBack%20Flyer%20ALL%20VERSIONS.pdf
mailto:wintercard@fultonschools.org
mailto:이메일인eppese@fultonschools.org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1879&FileName=MOYA%20Calendar2021%20DRAFT.pdf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vdfQJTjS_RTb08699Y4ikmRHJ8zUUM5PjNHVfV9BSkyucUQ/viewform
mailto:robersons1@fultonschools.org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2229&FileName=Parent%20Letter%20PBIS%20rewards.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2821&FileName=JCHS%20Gladiators%20Robotics.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