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4 월 25 일 – 5 월 13 일    GA 마일스톤 테스트 

5 월 4 일                      커뮤니티 나잇 

 

• GA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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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디바이스 서포트  

집에서 디바이스는 매일 저녁 충전을 해서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충전을 할동안 디바이스는 ON 을 

해두어야 필요한  디스트릭 업데이트가 설치 될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조심해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RESTART( 재시작 )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디바이스 

코디네이터를 찾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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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례 부모님 설문조사  

풀턴 카운티 학교들은 4 월 11 일부터 4 월 22 일 사이에 연례 부모님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모님들의  답변은 우리 지역의 학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익명과 기밀로 진행되며 완료하는 데 약 25 분이 소요됩니다. 설문조사는 자녀들의 학교 당 한번만 하면 

됩니다. 4-12 학년 학생들은 연례 학생 설문조사를 4 월 11 일 부터 4 월 22 일 사이에 학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Good Samaritan 법 

안내 링크 확인 

 

• Johns Creek DEA Take Back 안내 ( 처방약 안전하게 버리는 법과 날짜 – 4 월 30 일 토요일 ) 

DEA Take Back 안내 링크 (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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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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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lf Knowledge ) 학년별 링크 

6 학년 링크, 7 학년 링크, 8 학년 링크 

 

• 7 학년 Career Day – 연설자 필요 ! 

리버 트레일 중학교는 5 월 13 일 금요일 오후 1 시- 4 시 사이에  7 학년들을 위한 커리어 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초청 연사로 자원봉사를 하실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커리어 데이의 목적은 학생들을 직업 

세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리버 트레일의 7 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으시면 봉사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Ms. Roberson 이메일인 robersons1@fultonschools.org 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1LF982ks8TYKf1I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218&FileName=FAQ%20Annual%20PARENT%20Perception%20Survey.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526&FileName=04-01%20%202022%20School%20Newsletter.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900&FileName=DEA%20TakeBack%20Flyer%20ALL%20VERSIONS.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900&FileName=DEA%20TakeBack%20Flyer%20ALL%20VERS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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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68&FileName=6%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869&FileName=7%20parent.pdf
https://www.fultonschools.org/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66969&dataid=131870&FileName=8%20parent.pdf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g1BirD7ZtH8_1tXrRY5XotcO90qNKQ3CRkiotyn62IE-g/viewform
mailto:robersons1@fultonschools.org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