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 일정

9월 9일

쿼더 1 Progress 성적

9 월 10 일

6.7.8 학년 Curriculum Night 온라인

•

교장 선생님 노트
-

9 월 8 일 화요일 부터 1 단계 ( Phase I ) 대면 수업이 시작 됩니다. 스페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180 분 동안 대면 수업 ( Face to Face ) 을 받습니다. 리버트레일 중학교는 현재 스페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스페셜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Jennifer Howell 선생님
이메일인 HowellJ@fultonschools.org 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선생님 또는 상딤선생님과 1 대 1 약속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 . 한 번에 4 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대면 세션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서 열을 재야 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면 help 세션에 참여 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의 이메일로 직접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Office 시간인 오전 8 시 20 분 –
8 시 50 분 또는 Planning 시간에 선생님을 만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편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
차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으면 Teams 를 통해서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

커리큘럼 나잇
커리큘럼 나잇은 전체 학년 모두 9 월 9 일 수요일 ,10 일 목요일에 시작되며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모두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될것 입니다. 9 월 9 일 오후 6 시에 교장선생님 비디오를 9 월 10 일에 각
과목 선생님들 비디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7 분의 각 과목 선생님들께 이메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Join live event ( 9 월 9 일 오후 6 시 )

•

Progress 리포트
쿼터 1 의 Progress 리포트는 캠퍼스 Parent 와 Student 에서 9 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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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Code of Conduct ( 행동 강령 )
이주동안 전체 학생 1185 가족중 315 가족에서 873 가족이 행동강령에 관한 서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리버트레일 중학교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은 행동강령 서명을 근로자의 날인 9 월 7 일 까지 100% 완료
해야 합니다. 만약 행동 강령 핸드북을 읽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은 링크 에 가서 꼭 서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행동강령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과정을 마친
가족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동 강령의 종이 사본을 원하시면 Mr. Crotsley 이메일로 (crotsley@fultonschools.org)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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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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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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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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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8 일 화요일 이후 아래의 온라인 클럽이 시작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클럽 Advisor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정보를 받기 바랍니다.
Academic Team - Advisors: Scott Fowler (fowlersa@fultonschools.org) ,
Anatolie Kovacevich (kovacevich@fultonschools.org)
Debate Club - Advisors: Casey Bane (banec@fultonschools.org) ,
Joanna Smith (smithjh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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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어 베타 !
현재 주니어 베타 멤버 이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Team Page 에서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Join 코드는
gfwt123 입니다. Team Page 에 등록 폼이있고 스폰서 선생님과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

Debate 클럽 !
RTMS 은 온라인 Debate 클럽을 시작 합니다. Debate 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Sway 링크 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스빈다. 질문이 있을 때는 Ms. Smith
(smithjh1@fultonschools.org) 또는 Ms. Bane (banec@fultonschools.org) 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

MathCounts 2020-2021
MathCounts 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은 학생은 아래의 링크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9 월 9 일 오전 8 시
30 분에 정보 Teams 미팅을 할것입니다. 올해 Virtual MathCounts 클럽의 트라이아웃은 6 학년 – 9/15 일,
7 학년 – 9/16 일, 8 학년 – 9/17 일 Teams 미팅으로 오전 8 시 – 9 시 진행 됩니다. Tryouts 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링크 에 들어가서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든 작가들에게
올해 학교 신문인 The Howling Times Newspaper 에서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Mrs. Vizethann
( vizethannm@fultonschools.org ) 이나 Mrs. Davenport ( davenportl@fultonschools.org ) 에게 이메일을
보내가 바랍니다.

•

Design Thinking 클럽
당신은 발명가, 디자이너 , 혹은 Shark Thank 라는 쇼를 좋아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Design Thinking
클럽에 가입해서 다가오는 Bright Spark Fall Invention Challenge 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9 월 9 일 오후
4 시 30 분에 정보 세션이 Teams 에서 있습니다. 등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Ms. Crisp 이메일인
crispm@fultonschools.org 로 연락 하기 바랍니다. Flyer 링크 도 확인 하기 바랍니다.

•

교과서 ( Textbooks )
학생이 교과서를 잘못받았거나 못받았을 때는 Mrs. Hahn 이메일인 hahnb@fultonschools.org 로 연락 하기
바랍니다. 1- 학생 이름과 학생 ID, 2 – Course 이름 , 3 – 책을 못받았거나 잘 못받아서 바꿔야 할 경우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 Language Arts 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 학년 World
Langes 도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Campus Parent 셋업
Infinite Campus Parents 는 학생들의 가족정보, 성적, 출석, 숙제, 학교 정보등을 확인하실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어카운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직등록을 안하신 부모님은 링크 에 들어가서 등록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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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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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