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8 월  27 일            Picture Day ( 학교 앨범 사진 찍는 날 ) 

9 월  1 일              Virtual 커리큘럼 나잇  ( 온라인 미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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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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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다시 올수 있는 날을 알려줄것입니다.  

 

• 온라인 커리 큘럼 나잇 

RTMS 은 COVID 확진자 증가로 인해 8 월 31 일 - 9 월 2 일로 예정되었던 커리 큘럼 나잇을 온라인 행사로 

변경합니다.  

 

• Picture Day ( 학교 앨범 사진 찍는 날 ) 

8 월 27 일 금요일은 학교 앨범 사진을 찍는 날 입니다. 모든 주문은 mylifetouch.com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 RTMS Picture Day ID - EVTZ3TGDQ ) 

 

https://fultonschools.az1.qualtrics.com/jfe/form/SV_6hWlX46FNk8pNlz
https://my.lifetouch.com/mylifetouch/#/


• Dear Edwina 뮤지컬 오디션 

오디션 날짜는잠정적으로 월&화 8 월 30-31 일( 코러스 교실 4:15-7 )과 Callbacks 9 월 2 일( 코러스 교실 

4:15-7 )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디션은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오디션을 한 후 

Flipgrid 를 통한 연기/낭독 및 안무/춤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코러스 선생님께 

확인하기 바랍니다. 

 

• 물병 

학교에서는 물병이나 컵을 같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물을 

넣어 마실수도 있습니다. 물병에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센터 디바이스 안내 

학생들은 매일 밤 디바이스를 꼭 충전해서 학교에 와야 합니다. 학교에서 디바이스가 꺼지면 수업중 미디어 

센터에 보내지고 디바이스를 충전해서 다시 켜지기 까지 15-20 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만큼 학생들은 

수업을 못듣게 되는 것이니 꼭 매일밤 디바이스를 충전하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미디어센터에서는 충전선을 빌려주지 않으니 꼭 충전선을 매일 가지고 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드폰을 뺄때 잘못빼면 잭이 디바이스 안에서 부러질수 있으니 조심히 다루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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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mailto:701SignOut@fultonschools.org
https://www.fultonschools.org/site/default.aspx?DomainID=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