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10월 10일          가을 학교 사진 재 촬영 

10월 10일           End of 1st Quarter ( 첫 9주 마지막 날 ) 

10월 31일           커뮤니티 나잇 

12월 16일           8학년 시험 -  World Language; Reading 

12월 17일           8학년 시험 -  ELA 8; ELA 9 ( part 1 ) 

12월 18일           8학년 시험 -  ELA 9 ( part 2 ); Algebra ( part 1 ) 

12월 19일           8학년 시험 -  Algebra ( part 2 ); Science; Math 8 

12월 20일           8학년 시험 -  Social Studies 

12월 20일           1학기 마지막 날  

2월 14일             RFF Day ( No School for  Student ) 

3월 16일             RFF Day ( No School for  Student ) 

3월 19- 20 일       8 학년 사바나 여행 

 

 

• 커뮤니티 미팅 일정 

 

10월  15일      Linda McCain’s  지역 미팅 - 6:30 pm @ Northview HS 

10월  16일      RTMS 학교 운영 이사회 미팅 – 7:15 am @ CCR 

 

• Month of the Young Adolescent (MOYA) – 청소년의 달  

10 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10 살 - 15 살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RTMS 은 9 월 30 일 

Pep Rallies 를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10 월 한달 동안 학생들과 스텝들은 dressing up 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TMS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ood on Campus  

학교에서 승인 받지 않은 사탕, 디저트 외 음식을 학교에서 판매 또는 배포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음식은 압수하게 될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주는 음식, 봉인된  원래 포장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 Dr. Mike Looney )과 Q & A 

날짜 : 10 월 2 일 수요일 오전 10 시 

장소 : Dolvin 초등학교 ( The Commons ) 

대상 : 영어 외에 언어를 사용하시는 부모님 (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이 있습니다. ) 

 

• Campus Parent and Campus Student 

Campus Parent 와 Campus Student 는 HAC 에서 올해부터  교체된 프로그램 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출석, 숙제, 학교 소식등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링크 클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전 학년들에서 친 마일스톤과 출석등도  왼쪽 메뉴바에 있는 More 을 누르고  SLDS 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121 Reach 클럽  

121 Reach 클럽은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클럽입니다. 6,7,8 

학년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수 있습니. 121 Reach 클럽은 10 월 2 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 시 10 분- 

5 시 5 분 까지 미디어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부모님과 학생은 121 Reach 클럽 등록 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이 있을 

때는 Sarah Roberson 이메일인  robersons1@fulton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학교 앨범 

학교 앨범은 50 불에 온라인에서 판매 되고 있습니다. 1 월 전에 구입하시면 앨범 커버에 학생이름이 프린트 

될것입니다.  학교 앨범 구입 에 가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 Community Night – 10 월 31 일 목요일 

노스뷰 고등학교와 함께 10 월 31 일 목요일은 Community Night 입니다. 오전 클럽 활동과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수업 후 오후에 있는 활동( 클럽, 미팅등 )은 모두 캔슬 입니다. Sweep Bus 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11 월 1 일에 내는 숙제나 중요한 시험이 없으므로 10 월 31 일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 Intramural 정보  

6 학년, 7 학년 – 월요일, 수요일 아침 

8 학년 – 화요일, 목요일 아침 

 

등록하고 싶은 학생은 등록 Form 에 있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오전 Intramural 은  7 시 

30 분에 시작하고   오후 Intramural  은 4 시 10 분 – 5 시 5 분에 있습니다.  오전은 농구, 오후는 월요일, 

화요일은 Cricket 이고 수요일 목요일은 농구 입니다. 등록할 학생들은 intramural 등록폼을 작성해야만  

참여할수 있습니다.   

 

 

https://www.fultonschools.org/infinitecampus
https://docs.google.com/forms/d/1jB1kgNuirmJ-GxzJ_mZHTKMs8TfXrIOudGyRa7arsk0/viewform
mailto:robersons1@fultonschools.org
http://jostensyearbooks.com/?REF=A01103741
http://rivertrailathletics.weebly.com/uploads/3/7/1/4/37144029/int_form._2019-2020.pdf


• 노트 : Sweep Bus 변경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Sweep 버스가 운행됩니다.  버스는 RTMS 에서 5 시 15 분에 출발 

합니다. Sweep Bus 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까지 운행합니다. 아이들이 내리는 곳에 어른들이 있는게 

아니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시간에 맞춰서 픽업하셔야 합니다.   

1. 5:26 p.m. – Johns Creek Methodist Church ( Medlock Bridge & Bell Road )  

2. 5:36 p.m. - 12000 Findley Road, JC 30097 ( parking lot behind old City Hall  )  

3. 5:45 p.m. – Great Harvest Bread ( St. Ivesd 쇼핑센터 on the Southeast corner of Medlock Bridge    

                    Road & Wilson Road )  

 

• 노스뷰 Girls in STEM Club 

3 학년에서 8 학년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위해 노스뷰 고등학교에서 목요일에 Girls in STEM Club 을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girls-in-stem 또는 nhsgirlsinstem@gmail.com 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하기 !! 

 

• French Club 

장소 : Lavena Café, 11585 Jones Bridge Rd Ste 230, Alpharetta, GA 30022  

목요일 : 10 월 3 일, 10 일, 17 일. 11 월 7 일, 14 일, 21 일. 6:30 p.m.–7:30 p.m.  

불어를 다른 사람과 말하는 연습, 십대와 어른들 대상 

연락처 : aaron.brown@fultoncountyga.gov  

 

• Free 수학 과외  ( Math Tutoring ) 

장소 : Johns Creek Books & Gifts, 6000 Medlock Bridge Pkwy Suite B500, Johns Creek, GA 30022 

일요일 : 10 월 6 일, 20 일, 27 일.11 월 3 일, 17 일. 12 월 8 일. 1:30 p.m. – 3:30 p.m.  

개인 수학 과외. AP(Advanced Placement) 고등학교 수학을 듣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모임. 숙제나 질문이 있으면 가지고 오기.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연락처 : karen.kennedy@fultoncountyga.gov  

 

 

전체 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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