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 일정

8 월 26 일

RTMS 학교 운영 이사회 미팅 – 오후 4 시

9월 1일

6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온라인

9월 2일

7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온라인

9월 3일

8 학년 Curriculum Night 6:30 pm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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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RPA 주소록 Opt – Out 안내
주소록에 주소를 올리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님은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 66-67 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2020 년 8 월 31 일까지 이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졸업앨범에 있는 것은 동의하면서 주소록 탈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확인하는
것이여서 2020 년 8 월 31 일까지 재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행동 강령 ( Code of Conduct ) 6667 페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Continuous Achievement ( 지속적인 성과 )
2020 년 봄에 지속적인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지 못해서 K- 8 학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리딩과 수학에서
어드벤스나 엑셀로 갈수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 스크리닝 평가, 학생 성적,
진단 배치 평가,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반을 배정받게 됩니다. 2020 년 8 월 24 일에서
9 월 18 일 사이 i-Ready 진단관리 기간에 검사를 받을것 입니다.

•

학교 앨범 사진 제출
아래의 QR 코드를 이용해서 URL 수업을 듣는 RTMS 학생들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학교
앨범에 들어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RTMS 학생의 사진을 찍어서 QR 코드를 이용해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할 사항 :
-

사진에는 RTMS 학생만 있어야 합니다. ( RTMS 재학생이 아닌 형제,자매, 부모님은 안됩니다 )

-

사진은 흐릿하지 않고 선명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복장 규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부적절한 신호나 제스처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하거나, 다른 RTMS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진을 찍을수
있습니다.

•

학교 앨범 구매
아래 QR 코드를 이용해서 학교 앨범을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2020 년 9 월 18 일 까지 구매 하시면
학교앨범 첫장에 학생이름과 4 개의 아이콘이 Free 로 프틴트 될것입니다. 9 월 18 일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

모든 작가들에게
올해 학교 신문인 The Howling Times Newspaper 에서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Mrs. Vizethann 이나 Mrs.
Davenport 에게 이메일을 보내가 바랍니다.

•

Clinic News ( 크리닉 소식)
학생들의 업데이트된 3231 폼(예방 접종) 및 3300 폼(Eye, Ear, Dental 및 BMI)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닉폼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