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1월 9일                          학교 사진 재촬영 

11월 10일                         쿼터 2 - 4주반  중간 성적 마지막 날 

11월 19일                         쿼터 2 - 4주반  중간 성적 포털에서 확인 가능 

11월 22-26일                    추수감사절  Break 

12월 20일 – 1월 3일          겨울 방학 

1월 4일                            2학기 시작 첫날 

 

 

• 부모님들께  

리버트레일은 학교 방문 제한으로 인해 가능하면 학교 관련 일을 온라인상으로 완료하기를 추천합니다. 

학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관련 직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대면으로 질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프론트 오피스에 연락해서 사전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문자는 디스트릭 QR 코드 웰니스 첵을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꼭 해야 합니다.  QR코드는 학교 정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만약 아플때는 학교에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곧 자원 봉사자와 방문자를 위해 학교를 개방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Innovation 아카데미 신청 정보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5일 – 2022년 1월 15일 

투어 : 대부분의 가을학기 매주 목요일 4시 45분 , Auditorium 에서 만나 75분- 90분 간 

투어 사인업 링크 : 사인업 링크 

학교 웹사이트 : 링크  

  *만약 온라인 팀즈 미팅을 원하면 Hydi Kalmin 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학교의 상담 선생님께  

연락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innovationacademy@fulton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70-254-5360으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FBLA 

FBLA 미팅이 11월 9일 화요일,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 15분- 8시 40분에 Mr. Scott 

교실 C- 101 에서 있습니다. 패스를 받기 위해서 Mr. Scott at scotto@fultonschools.org 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교실로 찾아가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비디오 링크 와 안내 링크 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학생 Carpool 안전 안내  

Carpool drop-off 와 pick-up은 카페테리아 쪽에서 해야 합니다. Gym 쪽은 스클버스와 스텝들이 사용하는 

파킹랏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카페테리아 쪽에서 학생들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 학교 사진 재촬영 

11월 9일 화요일은 학교 앨범 사진 재촬영 날입니다. RTMS 에 새로 전학온 학생, 학교 사진 찍는 날 

결석을 해서 못찍은 학생,  사진을 찍었지만 다시 찍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재촬영 날 입니다. 벌써 사진을 

찍었고 주문을 하고 싶은 학생은 사진 주문 링크 에서 Picture Day ID : EVTQZDFDB를 입력후 주문 할수 

있습니다. 

 

• Johns Creek 시 에세이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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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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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뷰 고등학교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RTMS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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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학생 성공 기술( Student Success Skills : Self-Advocacy ) 학년별 링크 

6학년 링크, 7학년 링크, 8학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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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IS Rewards 링크  

• JCHS Gladiator 링크 ( Gladiator Robotics 팀 )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mailto:scotto@fultonschools.org
https://www.youtube.com/watch?v=T5Y6jH5RlV4&t=4s
https://georgiafbla.org/ml-competitive-events/
https://my.lifetouch.com/mylifetouch/#/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3073&FileName=Essay%20Contest%20Flyer.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914&FileName=6%20parent-11-5.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915&FileName=7%20parent%20-11-5.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3916&FileName=8%20parent%20-11-5.pdf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PSKvHxnBmkbog-zZ2a-_u7osdkbTHPyFVNLSb23pCVNzK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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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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