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3 월 14 일          Professional Development Day ( 학생 off ) 

3 월 15 일          쿼터 4 시작하는 날 

3 월 15 일          Scoliosis ( 척추측만증 스크린 ) 

3 월 21 일          Early Release Day ( 조기 하교 ) 

3 월 24 일          커뮤니티 나잇 

4 월 4-8 일         봄 방학 

 

• Dress Code ( 복장 규정 ) 

학생들은 학생 핸드북  페이지 11 에 있는 Dress Code 를 따라야 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Dress Code 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어긴 학생들은 학교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학교에 옷이 없을 경우 PE 옷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 입게 됩니다.  

리버트레일 중학교 DRESS CODE: 

1. 모자, 두건, 땀 밴드, 체인, 선글라스, 오버사이즈 코트, 슬리퍼, 후드 및 얼굴/몸 페인트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짧은 미니 스커트, 짧은 반바지, 타이트한 반바지, 로우컷 블라우스 또는 목에 끈이 있는 상의, 투시되는 끈이 없는 또는 "스파게티 

스트랩" 상의,  또는노출이 많은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모든 티셔츠는 중학교에 적합해야 합니다. ( 중학생에게 불법인 품목에 대한 선정적인 문구, 삽화, 광고 등은 안됨 ).         

4.구멍이 큰 운동용 탱크탑은 안에 속 셔츠가  없는 한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5. 피부 노출이 심한 청바지는 안 됩니다. 

        6. 잠옷이나 잠옷 같은 바지는 학교에 입고 오면 안 됩니다. 

        7. 속옷은 노출되면 안 됩니다. 

        8. 신발은 항상 신어야 합니다.  

https://www.fultonschools.org/domain/8376


• GA 마일 스톤 테스트 일정 

RTMS 의 모든 학생들은 4 월 25 일 – 5 월 13 일 사이에 GA 마일스톤 평가를  보게 됩니다.  RTMS 은 

테스트 시간을 놓친 학생들을 위해 오후에 메이크업을 할 것입니다. 조지아주 시험 요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 또한 그들의 학년 수준의 수학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매일 아침 8 시 55 분에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하고, 휴식을 잘 취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River Trail 의 테스트 코디네이터 Lori Lahmann-Scullion 

이메일인  Lahmannl@fultonschools.org 로 질문을 보내 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조지아 마일스톤 정보 링크: 

GMAS Parent Information 2021-2022.pdf 

                                                                   GMAS Parent Information copy.pptx 

       GMAS Parent Information Recording.pptx 

 

• 8 학년 댄스  

리버트레일 8 학년 댄스는 5 월 20 일 금요일 오후 7 시- 9 시 입니다. 

 

• 자녀에게 폭력과 전쟁에 대해 말하는 방법 

링크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학생 성공 기술( Student Success Skills : Cooperation ) 학년별 링크 

6 학년 링크, 7 학년 링크, 8 학년 링크 

 

• Science, History, Geography Bees – 3 월 19 일  

우리 학교 학생들중 148 명이 2 월 12 일에 있었던 대회에 참가했지만 참가를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3 월 19 일 Commerce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대회가 있을 예정 입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링크 에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r. Fowler 에게 확인 하기 바랍니다.  

 

• 노스뷰 고등학교 Cheer 

노스뷰 고등학교 Cheer 팀에서 Rising 9th G 를 위한 Tryout 을 할 예정 입니다. 관심있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3 월 29 일 화요일 오후 6 시 노스뷰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는 미팅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Tryout 은 4 월 

18 일 주에 있을 예정 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Tryout 폼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노스뷰 고등학교 Football 

Titans 는 Rising 9th G 학생들중 Football 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구글 폼 

링크를 작성하고 Coach Schwarzer 이메일인 schwarzers@fultonschools.org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mailto:Lahmannl@fultonschools.org
file:///C:/Users/lahmannl/OneDrive%20-%20Fulton%20County%20Schools/Documents%201/Admin/2021-2022/Assessment%2021-22/GMAS/GMAS%20Parent%20Information%202021-2022.pdf
https://fultonk12-my.sharepoint.com/:p:/g/personal/lahmannl_fultonschools_org/EVDw-M5DhfRKkDQwkJO7LgwBqPL-uB_8d_HGvqi5CpJqNg?e=mmYBeK
https://fultonk12-my.sharepoint.com/:p:/g/personal/lahmannl_fultonschools_org/EVDw-M5DhfRKkDQwkJO7LgwBqPL-uB_8d_HGvqi5CpJqNg?e=mmYBeK
https://fultonk12-my.sharepoint.com/:p:/g/personal/lahmannl_fultonschools_org/ESzTux1hvKxDp0YMhMz4hP8B9fr_6MCBLV9Ohzu6TsP3lQ?e=8UNyaA
https://fultonk12-my.sharepoint.com/:p:/g/personal/lahmannl_fultonschools_org/ESzTux1hvKxDp0YMhMz4hP8B9fr_6MCBLV9Ohzu6TsP3lQ?e=8UNyaA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9219&FileName=How%20to%20talk%20to%20kids%20about%20violence%20and%20war.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9618&FileName=6%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9619&FileName=7%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9620&FileName=8%20parent.pdf
https://www.iacompetitions.com/atlanta-north-regional-final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6_9Lv97rWqg70LBcRhNPUq9VunI9AV_l0z7UENgYCvH7MQ/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0zAMQxEzNdO-Ziu-nzzHOEDwzZrmxC3dluCq9Rzw9hSK2g/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0zAMQxEzNdO-Ziu-nzzHOEDwzZrmxC3dluCq9Rzw9hSK2g/viewform
mailto:schwarzers@fultonschools.org


• 리버트레일 Swimmers ! 

2022 Sharkerag Sharks Swim 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등록( 3 월 1 일 – 4 월 15 일 )을 하기 바랍니다. 5 월 

16 일 주에 연습을 시작하고 6 월 마지막 주에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shakeragswimteam@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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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e Tip Line 안내 – 익명으로 학교내에서 알려야 할 사항 알리는 방법 

안내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노스뷰 고등학교 3DE Class of 2026 안내 

노스뷰 고등학교 3DE Class of 2026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스뷰 3DE 링크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1 월 27 일 목요일 오후 6 시에 있었던 부모님 정보 나이트 영상 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을 때는 3DE 디렉터인 Crystal Milian 이메일인 Crystal.Milian@3deschools.org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Intramurals  

9 월 15 일 – 4 월 29 일 까지 아침 Intramural 을 수, 목요일에 합니다. 등록 폼을 작성해서 코치 Mullem 

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 코비드 상황으로 변경 될수 있으니 코치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www.shakeragswimteam.com/
mailto:shakeragswimteam@gmail.com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27941&FileName=FINAL%20-SHARE%20TIP%20LINE%20FLYER.pdf
https://3deatnorthview.weebly.com/
https://www.youtube.com/watch?v=zLNx0XQVhhw
mailto:Crystal.Milian@3deschools.org
http://rivertrailathletics.weebly.com/uploads/3/7/1/4/37144029/intramural_reg._2022.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