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8 월  31 일            *6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8: 00 pm 

9 월  1 일              *7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8: 00 pm 

9 월  2 일              *8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8: 00 pm 

* COVID 19 의 상황에 따라 날짜와 시간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RTMS 의 Chain of Command 

학교에서 학생관련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계에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과 스텝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때 각학년 카운슬러나 부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장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단계들은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 단계 입니다. 

 

• COVID 관련 보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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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사이트에 보고를 한후에는 공중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보건소 담당자가 학생이 

학교에 다시 올수 있는 날을 알려줄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6 피트 거리 유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 Early Check out ( 조퇴 ) 방법 

학생들이 조퇴하는 방법은 2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1 

701SignOut@fultonschools.org 로 아래의 사항을 적어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 학생이름 

▪ 학생 ID ( 런치 번호 ) 

▪ 학생을 픽업하는 부모님 성함  

▪ 조퇴를 하는 시간과 이유 

            옵션 2    

            옵션 1 에 적은 사항을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아침에 교실로 가기 전에 프론트   

            오피스에 노트를 보여 주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부모님이 학생을 픽업 하러 왔을 때  

            학생을 픽업하러 학교에 오시면 벨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온 이유를 말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 먼허증을 카메라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프론트 오피스 스텝이 학생을 밖으로  

            보낼것입니다.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노트를 보내지 않고 학생을 픽업하러 오시면 밖에서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셔야  

            학생을 픽업할수 있습니다. 스텝이 이메일을 받고 부모님 신원을 확인한후 학생을 교실에서 부르게  

            될것입니다. 

 

• Math 와 Reading  i-Ready 안내 

RTMS 모든 학생들은 8 월 17 일 ( Reading ), 8 월 24 일 ( Math ) i-Ready 테스트를 봅니다. 모든 학생들은 

디바이스를 충전하고 해드폰이나 이어폰을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안내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구 Tryouts 

축구 Tryout 날짜 : 8 월 16 일 – 8 월 20 일 

축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extramural physical 패킷 링크 를 프린트 한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의사선생님의 사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패킷을 다 작성해야 첫날 tryout 을 할수 있습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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