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2 월 20 일 – 1 월 3 일          겨울 방학 

1 월 4 일                            2 학기 시작 첫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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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데믹 토너먼트 

학생들의 온라인 시험 점수에 기초하여 몇몇 리버 트레일 학생들은 2022 년 1 월 17 일에 열리는 역사, 과학, 

지리 토너먼트에 참여를 위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벤트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의 각 등급별 상위 10%는 6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올랜도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2022 년 1 월 17 일 토너먼트에 50 명 정도의 봉사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봉사를 

하실수 있으면 scott@iacompetition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acompetitions.com/river-trail/
mailto:scott@iacompetition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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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rposity 앱 안내 ( 도네이션 앱 ) 

연말 기간동안 안전하고 쉽게 당신의 커뮤니티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Purposity 앱을 

다운로드 한후 플톤 카운티 스쿨을 입력하기 바랍니다.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주위에 도움을 기다리는 

가족을 찾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 링크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학생 성공 기술( Student Success Skills : Actions and Consequences ) 학년별 링크 

6 학년 링크, 7 학년 링크, 8 학년 링크 

 

• 미디어 센터 소식 

미디어 센터에 주최 하는 Scholastic 온라인 북페어가 12 월 14 일 까지 Scholastic 온라인 링크에서 진행 

됩니다. 온라인 링크를 클릭하신 후 책을 주문하시면 학교 미디어 센터를 서포트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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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novation 아카데미 신청 정보  

신청기간 : 2022 년 1 월 15 일 까지  

학교 웹사이트 : 링크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www.fultonschools.org/cms/lib/GA50000114/Centricity/domain/1348/textbook%20adoption/6-12%20Parent%20Flyer%20-%20Korean.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5465&FileName=Purposity%20Flyer%2012-21.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5264&FileName=6%20parent-12-10.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5265&FileName=7%20parent-12-10.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5267&FileName=8%20parent-12-10.pdf
https://bookfairs.scholastic.com/bookfairs/cptoolkit/homepage.do?method=homepage&url=rivertrailmiddleschoo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PSKvHxnBmkbog-zZ2a-_u7osdkbTHPyFVNLSb23pCVNzKw/viewform
https://www.fultonschools.org/ia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