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 일정

1 월 20 일

학교 사진 재촬영

2월 3일

3 쿼터 4 주 1/2 중간 성적 마지막 날

3 월 11 일

3 쿼터 마지막 날

4 월 21 일

4 쿼터 4 주 1/2 중간 성적 마지막 날

5 월 26 일

4 쿼터 마지막 날

•

디스트릭 정책 – 부모님께 바라는점과 책임
부모님의 기대와 책임에 대한 링크 는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지원하는 관계 달성에 있어
부모님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 위원회에 의해 채택 된것입니다.

•

1 학기 리포트 카드
1 학기 성적표를 부모님 인피니티 캠퍼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클릭 Documents – 학생
선택 ( 학생이 2 명일 경우 ) - 클릭 Report Card . 리포트 카드가 컴퓨터에 PDF 로 팝업 할것입니다.
리포트 카드와 성적 증명서는 프린트 할수도 있습니다.

•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변경 안내
학생의 현 주소와 연락처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변동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Campus Parent 에서
직접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클릭 more - 클릭 Family Information 에서 부모님이
직접 업데이트 하실수 있습니다. 집 주소 변경은 Online Regisration 에서 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증명할수
있는 새로운 집 계약서나 새주소가 있는 운전 면허증 중 하나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중 전기세나 물세중
하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학교 앨범 재촬영
1 월 20 일 수요일은 학교 앨범 사진을 지난번에 찍지 못한 학생 또는 다시 찍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재촬영
날입니다. 학생들은 RTMS 의 Gym 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만 들어 올수 있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온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사진 주문링크 에서 미리 주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학생 전용시간 : 오전 10 시 – 11 시 30 분 ( 예약 시간 사인업 링크는 학교에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

•

COVID - 19
플톤 카운티 FCS COVID-19 사이트는 Covid – 19 의 정보와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

크리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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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손씻기, 6 피트 거리 유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면 안됩니다.
•

Extramural 안내
농구 Tryout 은 다시 안내가 있을 때 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athletic 페이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앨범 판매
아래 QR 코드를 이용해서 학교 앨범을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앨범을 구매 하시면 학교 앨범 첫장에
학생이름과 4 개의 아이콘이 Free 로 프틴트 될것입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