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 일정

10 월 12 일

콜럼버스데이 ( 학생 off )

10 월 13 일

선생님 Work 데이 ( 학생 off )

•

Progress 리포트
쿼터 1 의 Progress 리포트는 캠퍼스 Parent 와 Student 에서 9 월 29 일에 볼수 있습니다. 아직 캠퍼스
Parent 어카운트를 셋업하지 않은 부모님은 링크 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에 학생과
부모님이 Progress 리포트를 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

플톤 카운티 무료 급식 안내
풀턴 카운티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FoodStop 급식 유통현장에서 18 세 미만 또는 21 세 미만
스페셜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FoodStop 사이트는 9 월 23 일 수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주 수요일에
계속될 것입니다. 자녀가 이 식사들을 받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각 식사 키트에는 다음
식사 키트 배포 때까지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침 5 개와 점심 5 개 등 10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식사 키트에는 시리얼과, 100% 쥬스, 신선한 과일들, 야채, 그리고 low- fat 우유,집에서 다시 데워 먹는
그릴치즈 샌드위치 또는 프렌치 토스트 스틱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키트를 수요일에 학교에서 받기
위해서는 무료 급식 링크 에서 화요일 저녁 11 시 59 분 까지 주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2 가지 아침, 2 가지 점심 옵션이 있습니다. 메뉴는 메뉴 링크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트레일 중학교에서는 병에든 물과 아이스크림을 판매 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엑스트라 음식, 물, 아이스 크림을 사려면 meal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Meal 어카운트의 돈은
https://www.mypaymentsplus.com 을 통해서 추가 하기를 권장합니다. 첵과 현금을 받기는 하지만 모두
meal 어카운트로 들어가고 거스름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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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아래의 RTMS 의 클럽이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클럽 Advisor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정보를 받기 바랍니다.
Academic Team - Advisors: Scott Fowler (fowlersa@fultonschools.org) ,
Anatolie Kovacevich (kovacevich@fultonschools.org)
Design Thinking Club - Advisor: Marwa Crisp

(crispm@fultonschools.org)

https://create.piktochart.com/output/48265818-my-visual
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 (FBLA) - Advisor- Oscar Scott (scotto@fultonschools.org)
Howling Times - Advisors: Marjorie Vizethann (vizethannm@fultonschools.org) ,
Lisa Davenport (davenportl@fultonschools.org)
MathCounts - Advisors: Angie Harris (harris@fultonschools.org) ,
Shelley Oakes (oakess@fultonschools.org)
Junior Beta - Advisors: Grace Hernandez (hernandezge@fultonschools.org) ,
Justin Scott (scottja@fultonschools.org) , Erica Pope (popee@fultonschools.org)
•

아카데믹 팀
올해의 아카데믹 팀은 대면수업을 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가을 토너먼트도 온라인 입니다.
RTMS Tryout 은 9 월 16 일 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Edmodo 코드 3uvqji 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Edmodo 를 통해 팀 구성 지침 및 향후 일정을 게시할것입니다.

•

CodeEasily – 방과후 온라인 코딩 클럽
9 월 28 일 부터 CodeEasily 클럽이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Basics of Coding 과 Website Design
코스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안내 링크 에서 가을 학기수업 내용확인, 사인업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codeeasilyga@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

Tech 클럽
노스뷰 고등학교의 Girls in Tech 클럽에서 리버트레일 학생들을 위해 무료 컴퓨터 과학/ 코딩 온라인
클럽을 제공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nhsgirlsintech@gmail.com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미디어 센터 뉴스
The Wolf Nook: www.thewolfnook.weebly.com
Book Hub: https://sway.office.com/NEi5wFlwPsK2Prmx?ref=Link
Public Library Card: https://sway.office.com/z4IxuDSKWVFHKho7?ref=Link
북 구매 추천 Form: https://tinyurl.com/yxj8qzgp

•

Summit OnSite
Summit 상담 센터에서 이번 학기에 전학년 학생과 부모님께 제공하는 무료 상담 그룹 안내
( 관심있는 분은 Mr. Max Merritt 678-893-5300 에 전화 해서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
Overcoming Anxiety Group ( 불안 극복 그룹 )
시작 : 10 월 5 일 오후 12 시 - 1 시
이 무료 8 주 그룹은 학생들이 불안 요인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룹 멤버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차이점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삶의 큰 문제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Healthy Relationship Group ( 건강한 관계 그룹 )
시작 : 10 월 8 일 오후 12 시 - 1 시
10 대 이전과 10 대에는 도전, 압박, 여러 질문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으로서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시기 입니다. 데이트를 하든
"그냥 친구"를 만들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것만의 독특한 도전을 제공 합니다. 이 무료 6 주
그룹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 기술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입니다.
Surviving Planet Middle School Parent Support Group ( 중학생 부모님 서포트 그룹 )
시작 : 10 월 8 일 오후 6 시- 8 시
부모들은 서로 돕는 집단 환경에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지와 공동체 의식을 찾을 것입니다. 이 무료 7 주
그룹은 프로세스 지향적이며 "트윈스"로 전환되는 어린이들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토론 주제로는 발달 변화, 사회적 변화, 적응욕구, 자신과 중학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중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

카운슬링 뉴스
카운슬러 선생님과 상담 하기를 원하면 각 학년 상담 선생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상담 선생님과 Teams 로 미팅을 셋업 할수도 있습니다.
▪

Claire Graff ( 6 학년 ) graffce@fultonschools.org

▪

Renee Bartley ( 7 학년 ) bartley@fultonschools.org

▪

Matthew Peterson ( 8 학년 ) petersonm@fultonschools.org

전체영문 뉴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Wolf Den News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