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3 월 11 일              3 쿼터 마지막 날 

3 월 12 일              Teacher work Day ( No School ) 

3 월 15 일              Teacher work Day ( No School ) 

4 월 5-9 일             봄 방학  

4 월 21 일              4 쿼터 4 주 1/2 중간 성적 마지막 날 

5 월 26 일              4 쿼터 마지막 날/ 학교 마지막 날  

 

• 크리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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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ft 안에서 15 분 이상 ) 

 

마스크 착용, 손씻기, 6 피트 거리 유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면 안됩니다.  

 

• 주니어 베타 

주니어 베타 클럽 멤버인 학생은 회비를 내야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OSP 링크에서 15 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Mrs. Hernandez (hernandezge@fultonschools.org), Mr. Scott 

(scottja@fultonschools.org) ,또는 Ms. Pope (popee1@fultonschools.org) 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 COVID - 19 

플톤 카운티 FCS COVID-19 사이트는 Covid – 19 의 정보와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https://osp.osmsinc.com/FultonGA/BVModules/CategoryTemplates/Detailed%20List%20with%20Properties/Category.aspx?categoryid=EN613
mailto:hernandezge@fultonschools.org
mailto:scottja@fultonschools.org
mailto:popee1@fultonschools.org
https://www.fultonschools.org/Page/20960


• 학교 앨범 판매 

https://www.jostens.com/  에서 Yearbooks 를 클릭후 “ River Trail Middle School ” 을 타입하시고 학교 앨범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학교 앨범은 50 불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 앨범 판매 Proofs 

학교 앨범 Proofs 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앨범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의 proof 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전 8 시 30 분 –  오후 3 시 30 분에 RTMS 에 오셔서 프론트 오피스에 proof 을 픽업하러 왔다고 하시면 proof 을  

픽업하실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 관리 

부모님들 께서는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잘 관리하도록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매일 디바이스와 충전기를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매일 밤 미리 가방에 넣어 둡니다. 

o 매일 충전을 해야 합니다. 

o 디바이스에서 플톤 카운티 넘버가 붙은 스티커를 제거하면 안됩니다. 

o 디바이스를 닫을 때 스크린과 키보드 사이에 물건을 놓고 닫지 말아야 합니다. 디바이스는 

가방안에 넣어서 보관해야 스크린을 보호 할수 있습니다. 

o 디바이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하기 위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수 있지만 화학용 

스프레이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대면수업 학생 출석 

F2F ( 대면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학기당 최대 5 번(연간 최대 10 번)의 결석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날짜를 5 번 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 또는 프론트 오피스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Summative 시험을 치는 날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출석으로 

인정 되려면 숙제를 결석 후 2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Agenda 판매  

2020-2021 년 학교 아젠다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아젠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숙제, 테스트 날짜등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을 적으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도와 줍니다. 아젠다 가격은 3 불이고 학교 OSP 링크 에서 

주문 하실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Wolf Pack 선생님께 받으면 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전 9 시- 오후 3 시 사이에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픽업해 가면 됩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www.jostens.com/
https://osp.osmsinc.com/FultonGA/BVModules/CategoryTemplates/Detailed%20List%20with%20Properties/Category.aspx?categoryid=EN613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