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2 월 8 일                          코러스 겨울 콘서트 ( 6: 30 PM @ GYM ) 

12 월 20 일 – 1 월 3 일          겨울 방학 

1 월 4 일                            2 학기 시작 첫날 

 

• 부모님들께 ( from -학교 Master 스케즐 선생님 : Mrs. Ogan 6th G 부교장 선생님 )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 이고 학생들은 한학기를 잘 마무리 해야 할때 입니다. 플톤 카운티는 1 학기 

성적이 다음 학년에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마쳤을 때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부모님께서 학생들을  잘 믿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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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코드는 학교 정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만약 아플때는 학교에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곧 자원 봉사자와 방문자를 위해 학교를 개방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Jr. Beta 소식 

주니어 베타에서  12 월 9 일 까지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를 위한 장난감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대부분은 암치료를 받는 중이고 치료를 위해 연말을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병원에서도 즐거움을 느낄수 있게 많은 장난감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테이블은 프론트 오피스 앞에 있고 12 월 9 일 까지 장난감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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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 12 월 9 일  목요일  

투어 사인업 링크 : 사인업 링크 

학교 웹사이트 : 링크  

 

Innovation 아카데미 토요일 투어 안내 – 12 월 11 일 토요일 오전 10 시 – 12 시 30 분 

대상 : 현재 8 학년 학생 

장소 : 125 Milton Ave 

     Alpharetta, GA 30009 

12 월 7 일 까지 등록 :  Flyer 링크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PBIS Rewards 링크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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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upgenius.com/go/30e0b4ca4a628a7f49-innovation
https://www.fultonschools.org/ia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5068&FileName=IA%20Stem%20Saturday%202021.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4495&dataid=122229&FileName=Parent%20Letter%20PBIS%20rewards.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