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4 월 4-8 일       봄 방학 

5 월 4 일          커뮤니티 나잇 

 

• Law Day 2022 

소셜 스터디부서는 2022 년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지아 사법위원회와 함께 흥미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 월 1 일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미술 공모전의 주제는 " 더 완벽한 연합을 

향해- Toward a More Perfect Union " 입니다. 학생들은 4 월 1 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 7 학년 , 8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아카데믹 코스 안내 

2022-2023 학년에 7 학년 8 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academic 코스는 3 월 28 일 – 4 월 1 일 에 인피니티 

캠퍼스 부모님 포털 또는 학생 포털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클릭 “ More “ – 클릭 “ Next Year Course Request “ : 만약 잘못된걸 발견하면 각 과목 

선생님께 확인 하기 바랍니다.  

1- 밴드, 코러스, 오케스트라는 확인 할수 있지만 다른 커넥션은 “ Place Holder ”로 표시 됩니다. 

2- 현재 외국어를 듣는 학생이 외국어를 들을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리딩 수업을 듣게 될것입니다. 

3- 스페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IEP 미팅을 통해 수업이 정해질 것입니다. 

 

• 주소 변경 

만약 이사를 가서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 담당자인 Ms. Monica Bhatnagar 이메일인 

bhatnagars@fulton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 변경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에 맞지 않는 버스선택을 받게 될것입니다. 

 

• SPARKS 안내 

SPARKS 는 긍정과 친절의 약자입니다. RTMS 의 SPARKS 팀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친절 행위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교사 조직의 봉사 그룹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친절, 

리더십,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어른으로 성장하는 중인 중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바른 균형 잡힌 친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inyurl.com%2F77vjmkd7&data=04%7C01%7CBhatnagarS%40fultonschools.org%7C3c2df9e2f62c4db84afc08da0d99d79b%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8372516377282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SxcMUqgh%2Fth50naiQKnaiDBFjn7TluOJ0IwFG7Oi%2BA%3D&reserved=0
https://jcaoc.georgiacourts.gov/judicial-council-of-georgia-2022-law-day-art-contest/
mailto:bhatnagars@fultonschools.org


친절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 우정, 그리고 파트너십을 만들수 있습니다. 학생 앰배서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절 행위를 육성해 학생 리더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장려하고 참가시켜  이 세상을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ARKS  등록 링크를 클릭후 등록 할수 있습니다.  

 

• SPARKS 2022 년 4 월 봉사 행사 안내 – Oaks at Suwannee Creek 시니어 생활 센터 

날짜 : 4 월 30 일 토요일, 시간 : 오후 2-3 시, 주소: 3681 Burnette Rd, Suwannee, GA 30024 

 

• 커뮤니티 뉴스 

예방 기사 링크  

 

• 8 학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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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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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년 링크, 7 학년 링크, 8 학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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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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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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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forms.gle/HN83524YkPC5wgpm8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0620&FileName=03%2014%202022%20School%20Newsletter.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0939&FileName=6%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0940&FileName=7%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0941&FileName=8%20par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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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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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