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행사 일정 

 

9월 10일            자살 방지의 날 - 노랑 옷 

9월 19일            Campus Parent 에서 Progress Reports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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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RTMS 학교 운영 이사회 미팅 - 5 pm @ Northview HS 

9월  17일      Linda McCain’s  지역 미팅 - 9:30 am @ Findley Oaks ES 

 

 

• District  뉴스  

 

지난 8 월 22 일 학교 이사회 미팅에서 교육 위원회는 2019-2020 학교 달력의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정규 

학교 등교일로 예정되어 있던 3 월 24 일은 Teacher Workday 로 변경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 8 학년 사바나 여행 정보 – 2020 년 3 월 19 일- 20 일  

학생들은 사바나 여행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서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9 월 15 일 까지 Class Act 

Tour 웹사이트인 www.classacttours.com ( Username 과 Password : RMS2020 )에 들어가서 꼭 학생을 

등록하고 첫번째 Payment 을 내야 하고 9 월 12 일 까지 Georgia Studies 선생님께 Form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Georgia Studies 선생님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  

 

• 자살 방지의 달  

9 월 10 일 화요일은 세계 자살 방지의 날 입니다.  RTMS 학생들과 스텝은 자살 방지 지지의 표시로 

노랑색을  착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Parent to School Day ( 부모님 학교 방문의 날  - 수업 참관 ) 

9 월 25 일 수요일은 Parent to School Day 입니다.  온라인 등록은 9 월 5 일 – 9 월 18 일 까지 오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2 클래스의 수업을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S. Lahmann-

Scullion 에게 받은 이메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Lahmannl@fulton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첫 4 주 반 Progress Reports – 9 월 11 일 

Progress Reports  점수는 https://www.fultonschools.org/infinitecampus  의 Campus Parent 에서 

9 월 19 일 부터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아직 어카운트를 셋업하지 않은 부모님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RTMS Chain of Command 

학교에서 학생관련 질문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관련있는 선생님과 스텝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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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work Calendar 대회  

풀턴 카운티는 매년 미술품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예술작품이 올해의 플톤카운티 

달력에 들어가고, gift 카드와 축하 행사를 받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 선생님인 Mrs. Justis 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9 월 23 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Community Night – 9 월 25 일 수요일 

노스뷰 고등학교와 함께 9 월 25 일 수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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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일에 내는 숙제나 중요한 시험이 없으므로 9 월 25 일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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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p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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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p.m. – Great Harvest Bread (St. Ivesd 쇼핑센터 on the Southeast corner of Medlock Bridge 

Road & Wilson Road.)   

2. 5:31 p.m. - Johns Creek Methodist Church (Medlock Bridge & Bell Road.)  

3. 5:35 p.m. – 12000 Findley Road, JC 30097 (parking lot behind old City Hall )  

 

• 학교 Spirit Day – 금요일 

매주 금요일은 RTMS  학교 Spirit  옷을 입는 날입니다. 만약 Spirit wear 가 없다면 학교 store 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Go Wol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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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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