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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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학년 시험 스케즐 

5 월 20 일 목요일 : ELA 

5 월 21 일 금요일 : GA Studies 

5 월 24 일 월요일 : Science, Harris Alg2 ( 2 days ) 

5 월 25 일 화요일 : Math, World Language/Reading 

 

• RTMS 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과외 ( Tutoring ) 안내  

RTMS 은 학생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기 위해 Ingenify 와 제휴를 했습니다. 많은 튜터들은 

노스뷰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사회 봉사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이트에서 어떤 튜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능한 시간과 과목별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튜터들은 최소 3.7 의 평점을 

받고 있으며, 모든 K-12 수업의 과외가 제공됩니다. 또한 Zoom 통합을 통해 사이트에서 모든 비디오 화상 

회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ngenify 를 통해 300 시간 이상의 과외가 이루어졌고 150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외 시간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RTMS 졸업 코치인 Ms. Sarah Roberson 또는 Nortview Faculty 후원자 인 Erica 

Waters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genify 사인업 안내 비디오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CJRAo7BCgWw&data=04%7C01%7CBhatnagarS%40fultonschools.org%7C4d871e3a5e004b5260f608d8e32bd89c%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50912473749418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f%2Bv1Wh4F6i8aI12Vrs1s%2FqD8WN2Zg4w4MSYXl5qX%2BOk%3D&reserved=0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CJRAo7BCgWw&data=04%7C01%7CBhatnagarS%40fultonschools.org%7C4d871e3a5e004b5260f608d8e32bd89c%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50912473749418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f%2Bv1Wh4F6i8aI12Vrs1s%2FqD8WN2Zg4w4MSYXl5qX%2BOk%3D&reserved=0


• 도네이션 감사 안내 

RTMS 에 26,000 개의 마스크과 144,000 ml 의 손세정제를 도네이션 해주신 7 학년 Sarah Lee 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의 스텝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봄 마일스톤 시험 스케즐 안내  

첨부한 마일스톤 시험 스케즐 안내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9 주 ( 4 쿼터 ) 학습방법 선택 안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수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학생은 그대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변경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3 월 1 일 - 12 일 사이에 학교 담당자인  Ms. Contardo - 

contardo@fultonschools.org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3 월 1 일에 

듣고 있는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듣게 될것 입니다.  

 

• 학생 디바이스 윈도 업데이트 안내  

매주 학생들이 디바이스 업데이트 방법 링크에 따라 디바이스를 업데이트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버스 스탑 찾는 법 

Here comes the Bus 앱을 다운 로드 받으면 전화기나 컴퓨터에서 학생이 타고 있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업데이트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fultonschools.org/Page/7389  또는 

https://herecomesthebus.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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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www.fultonschools.org/cms/lib/GA50000114/Centricity/Domain/3291/EOG-Spring_Assessment_Schedule%202021.pdf
https://www.fultonschools.org/cms/lib/GA50000114/Centricity/Domain/3291/Window%20Update-%20Korean.pdf
https://www.fultonschools.org/Page/7389
https://herecomesthebus.com/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