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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새 웹사이트  

학부모님들, 현재 작업중인 우리 웹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곧 새롭고 개선된 사이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웹사이트를 공개 하기 이전에는 학교 정보는 계속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http://school.fultonschools.org/es/statebridgecrossing/Pages/default.aspx 

 

Governor’s Office of Student Achievement 
 

저희 학교의 새 현수막을 프론트 오피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SBCE 는 높은 학업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학교 최조 성적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3 년간 우리의 전반적인 성취가 주 상위 5%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커뮤니티, 

선생님, 학생들이 매일 쏟아내는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팀워크입니다.  

 

카운티 스펠링비 대회  

Samy El-Zahabi 를 축하해 주세요! Samy 는 이번 주 카운티 스펠링비 대회에서 2 등을 차지했으며, 곧 스테이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Samy 는 

SBCE 를 잘 대표해주었고, 스테이트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밥캣을 대표하여 잘 해낼 것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즐길 수 있게 Rain, Rain, Go Away 노래를 함께 불러주세요.   

      

 

With my warmest regards, 

Bridgette 

 

 

http://www.statebridgecrossing.com/
http://school.fultonschools.org/es/statebridgecrossing/Pages/default.aspx


 

 

        Upcoming Events                             Assistant Principal – Ms. Kyle 
 

 
       

 

 

 
  

        
 

        

    
                                                  

                        
 

 

                                                                                                                                                                                 
                                        

                                                                                

 

  

CST - Ms. Gruber 

CST – Ms. Gruber CST - Ms. Gruber 

 

 

                                                                                                                   

 

 

 

 

 

 

 

 

 

Follow what’s happening at SBCE:         

SBCEprincipal (Ms. Marques)                                                                                                                                                                                                                                                 

@lindsaykyle (Ms. Kyle)                                                                                                                        

@grubersgotclass (Ms. Gruber)                                                                                                                                                          

#SBCEBobcats                                                                                           

February   

2/24-28     PTA 봄학기 북페어  

2/26    북페어 조부모님 이벤트  

2/24-28     3 학년 사이언스 포스  

2/25          VIP & Graded Papers 집으로  

2/26          학교 운영 위원회 미팅  – 7:00 a.m.      

2/26          학교 운영 위원회 후보자 등록 마감   

2/29         아빠와 딸 댄스 파티   

                 Daddy Daughter Dance @ 7:00 p.m. 

 

March   
3/8            서머 타임 시작 Daylight Savings Time  

3/9-12       4 학년 사이언스 포스  

3/10          VIP & Graded Papers 집으로 

3/10          인터내셔널 나이트 International Night – 6:00 p.m. 

3/12          봄학기 사진 촬영 Spring Pictures 

3/13          Teacher Work- Day - No School for Students 

3/16          컵 스카우트 미팅– 6:30 p.m. 

3/16-20     선생님 감사 주간 Teacher Appreciation Week 

3/17          학교 운영 위원회 선거 시작  

3/17          성적표 집으로 발송 Report Cards Go Home 

3/17          PTA 미팅 – 11:30 a.m. 

3/18          Chick Fil-A 스피릿 데이   

3/20          PTA   선생님 감사 런천 

3/23          Pre-K 등록 – 8:00 a.m.- 6:30 p.m 

3/23-27     1 학년 사이언스 포스 

3/24          학교 운영 위원회 선거 마감 

3/24          Teacher Work- Day – No school for students 

3/26          탤런트 쇼  – 6:00 p.m. 

3/27    PTA 선생님 아침 식사 제공 

3/27    All Pro Dad – 6:45 a.m. 

3/27          GA Pre-K 추첨 - 9:00 a.m. 

3/27          K- 필드 트립– 8:45-11:15(Brewington, White) 

3/27          K -필드 트립 – 9:45-12:15(Fike, Martin, Santoro) 

3/30          K & 새 학생 등록  – 8:00 – 4:00pm 

3/31          K & 새 학생 등록  – 8:00 – 7:00pm 

 
 

 

 

 

 

 

 

 

       

 

 

 

 

조지아 마일스톤 정보 

조지아 마일스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4,5 학년 

학생들은 올해 배운 자신의 학습 수준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집에서 연습할 조지아 마일스톤 스터디 가이드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click here 를 클릭하세요.   

또한, 테스팅 플랫폼으로 시험 자체를 연습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gaexperienceonline.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 Test Practice” -> ‘End-of-Grade (EOG) 

Spring Main,’-> ‘Online Tools Training.-> ‘EOG Test Practice,’-> 

‘Standard Online Tools,’들어가서 마지막으로 ‘Grades 3-5.’ 

클릭하면 로그인과 패스워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연습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이 사이트는 온라인 

툴을 익히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Campus Parent Portal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카운티는 Infinite Campus 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 년 7 월 10 일 풀톤 

카운티에서는 모든 기존의 학부모님들에게 캠퍼스 포탈 등록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만약 아직 이 메일을 못 

받으셨거나, 캠퍼스 포탈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Debra Clark (clarkd@fultonschools.org)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o our Young Georgia Authors 
 

 
우리는 올해 Young Georgia Authors 대회에 참가한 모든 

작가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출품작들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예외적인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학년을 

대표로 카운티 대회에 출품하게 된 우승자들을 축하합니다.  

  

Kindergarten: “The Valentine’s Day” by Ian Sylvester 

1st Grade: “Ian’s Adventure with Duckie in the Jungle” by         

                  Yuna Cheong 

2nd Grade: “The Teleporter” by Akshaj Muley 

3rd Grade: “Confidence’ by Durga Thaker 

4th Grade: “A Transforming World” by Harry Jiang 

5th Grade: “The Departed” by Katie Freese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adoe.org%2F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2FAssessment%2FPages%2FEOG-Study-Resource-Guides.aspx&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b18f285e09344e4175fa08d7b5a02d86%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177571865874389&sdata=k63WfaJBikkbbsTQ12lUgg63nq%2F5uTJeWXQMY5RAyB8%3D&reserved=0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gaexperienceonline.com%2F&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b18f285e09344e4175fa08d7b5a02d86%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177571865874389&sdata=23uygzVHDZWyKXmlz%2FumU97jYgWAsuOmaVqJ%2F5fyKfA%3D&reserved=0
mailto:clarkd@fultonschools.org


 

 

                                                School News 

 

            PTA News 

Clinic News 

 

클리닉에서 baby wipes 가 필요합니다. 기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탤런트 쇼 

 

 
 

4,5 학년 SBCE 학생은 누구나 오디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Ms.Gibson 선생님에게서 오디선 참가 양식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2 월 28 일 (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오디션은 3 월 4 일 

(수) 과 3 월 5 일 (목) 방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리허설 날짜는 3 월 

23 일 (월) 입니다. 탤런트 쇼는 3 월 26 일 (목) 열립니다.  

 

인터내셔널 나이트  

 

인터내셔널 나이트가 3 월 10 일 (화), 오후 6 시-7 시 30 분까지 

열립니다. SBCE 를 다양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는 이 멋진 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Ms.Williams(williamslb@fultonschools.org.) 에게 연락주세요.  

 

PBIS 

 

이번 달은 BNN(학교 방송)을 통해, 복도에서 이동할 때, 

카페테리아에서의 행동 수칙 및 학교 구역에서 거친 장난을 막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버스는 학교 수업의 연장이고, 

학생들이 행동에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Daddy Daughter Dance 

 
제 3 회 정기 아빠와 딸의 댄스 파티가 2020 년 2 월 29 일 (토) ‘ Mardi Gras’ 테마로 열립니다. 시간은 오후 7 시-9 시까지입니다. 이 행사는 춤, 

디저트, 음악 그리고 재미로 가득찬 밤이 될 것입니다. 행사에는 아빠와 딸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가 마련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빠와 딸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미리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티켓은 2 월 26 일 (수)에 큰 딸편으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행사에 관심있는 모든 발런티어들이 저희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발런티어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인해 주세요.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4090944aeae22a4fc1-daddy 

 

궁금한 점이 있으면Tiffany Jansen ( tiffanyrjansen@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mailto:williamslb@fultonschools.org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4090944aeae22a4fc1-daddy
mailto:tiffanyrjansen@gmail.com


 

 

                                      PTA News (continued) 

선생님 감사 주간 Teacher Appreciation Week 

 

SBCE 는 최고의 선생님과 교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주간을 맞아 저희는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가 오는 

선생님 감사 주간을 맞아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3/16 (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직접 쓴 감사의 카드와 편지를 가져오세요. 학부모님들도 쓰셔도 좋습니다. PTA 에서는 스텝들의 아침을 깨우는 

특별한 커피 바를 제공합니다.  

3/17(화)  스페셜 선생님들을 더 스페셜하게 만들어 주세요. 화요일의 스페셜 선생님에게 감사의 카드나 노트를 보내주세요 

3/18(수) 학년 말이 가까워지면서 클래스룸의 서플라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클래스룸 서플라이를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어떤 

물품이 특별히 필요한 지 룸맘이 보내는 메일을 참고하세요) 

3/19(목) 선생님의 도서관을 위해 새 책 또는 헌 책을 가져오세요 

3/20(금)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의 티셔츠를 입고 오도록 도와 주세요 (역시 룸맘이 보내는 선생님의 제일 좋아하는 컬러에 관한 

메일을 참고하세요) PTA 에서는 전 스텝들을 위해 Chick-Fil-A 런치를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의 멋진 선생님과 교직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PTA Meeting 

 

다음 Linda McCain 커뮤니티 미팅은 3 월 17 일 오전 9 시 30 분 테일러 로드 미들 스쿨에서 있습니다.PTA 미팅은 3 월 17 일 오전 11 시 30 분에 

열립니다. 

Yearbook 

 

이어북 팀에서 아래와 같은 행사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3학년 리코드 콘서트               빙고 나이트  

코러스 (4.5학년 )                      아빠와 딸 댄스파티 Daddy Daughter Dance 

왁스 뮤지엄                              인터내셔널 나이트  

학생회                                       스토리북 퍼레이드 Storybook Parade 

방과 후 클럽, 활동, 아카데믹 팀 사진 역시 필요합니다. SBCE_pta@outlook.com 또는 soularea@gmail.com 에게 보내주세요.  

 

 

 

 

 

x-apple-data-detectors://6/
mailto:SBCE_pta@outlook.com
mailto:soularea@gmail.com


 

 

                                      PTA News (continued) 

 

Spring PTA Book Fair 

 

봄 학기 PTA 북페어가 2월 24일 -28까지 있습니다. 북페어는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수백 권의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고 저렴한 책들로 독서 활동을 

장려하는 행사입니다. 발런티어팀에 합류하여, 행사 전후 정리 및, 캐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이벤트* - PTA 에서는 조부모님/ 특별 게스트 이벤트를 2 월 26 일(수), 방과 후 오후 2 시-3 시까지 개최합니다. 학생들은 북페어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손님들은 방과 후 트래픽을 피하기 위하여 오후 2 시까지 도착할 것을 권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2 시 

20 분 방과 후에 미디어 센터에서 초대한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야할 서류는 여기 click here 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뒤 제출하세요.  

e-wallet 을 사용하고 싶은 학부모님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돈은 넣어두면 학생들은 북페어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s://bookfairs.scholastic.com/bf/sbcebookfairinfo  

 

자세한 내용은  Holly Smith ( hollysmith107@gmail.com ) 

발런티어는  https://www.signupgenius.com/go/409084AACAA28A5FA7-sbce 

 

 
 

4 학년들이 40 권 책 읽기 도전을 준비하며,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는 학생들이 찾고 있는 책과 장르의 목록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북페어 기간 동안 박스 세트에 도움이 될 만한 중고책 기증을 받는 상자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4 학년 선생님들의 위시 리스트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oj5vPr5ofkqE8hL59Ba-lmIWxWWDXSKyeRqtlV2I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lMywxCAnuYKjNhczcPR4fZQAE4Hita4Sq5Supy9A
https://bookfairs.scholastic.com/bf/sbcebookfairinfo
mailto:hollysmith107@gmail.com
https://www.signupgenius.com/go/409084AACAA28A5FA7-sbc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oj5vPr5ofkqE8hL59Ba-lmIWxWWDXSKyeRqtlV2Is


 

 

                                    PTA News (continued)                                   

 

5th Grade Finale 

 

 
 

5학년 학부모님들께 : 

 

발런티어에 관심 있으세요? 

피날레 이벤트 발런티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고 싶은 이벤트 위원회에 사인해주세요. 발런티어를 하시면, 

학생들만 참여하는 이벤트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gnupgenius.com/go/8050E4BA4A722AA8-5thgrade 

 

5th Grade Squad 

Lynn Blue, Julie Roberts & Laurie Davis 

 

Science Force 

 

 
 

봄 학기 사이언스 포스에서 발런티어를 찾습니다. 곧 있을 행사는 3학년 화석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인업 해주세요.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20f0849aea728a4f58-science4 

 

Read to Succeed 

 

Six Flags Read to Succeed Program 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부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리딩 시간을 온라인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Six Flags Reading Log와 기록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안내 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딩 시간 기록 마감일은 2020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Six Flags 티켓을 받기 위해선 최소 6시간을 기록해야하며 티켓은 5월 초에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님이 직접 컴퓨터로 다운 

받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Lindy Washer (Six Flags Read To Succeed Coordinator) 

 (404) 457-0401 

lindywasher@yahoo.com 

 

https://www.signupgenius.com/go/8050E4BA4A722AA8-5thgrade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20f0849aea728a4f58-science4
mailto:lindywashe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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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K Registration 

 
3 월 23 일 (월) 프리 케이 등록일과 3 월 30 일과 31 일로 예정된 킨더가든 등록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등록 담당자인 

Ms.Clark 이 등록일 당일 새로 오는 가족들을 위해 복사와 정보를 알려드리는 발런티어 몇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사인업 해 주세요.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60b044aa5af2fa2f94-prek1 

 

회의록 

 

 
 

회의록과 예산안이 SbcePTA.org 과  membership toolkit. 에 포스팅 되었습니다. 

 

Ways to help... 

 

Sign up for Amazon smile 

 

Sign up for Publix partners for education 

 

Sign up for Box tops for education.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PTA! 

 

If you have not already done so, please follow us on Facebook and 

Twitter!  https://www.facebook.com/sbcepta and https://twitter.com/ 

 

 

https://m.signupgenius.com/#!/showSignUp/60b044aa5af2fa2f94-prek1
http://sbcepta.org/
https://sbcepta.membershiptoolkit.com/home
https://smile.amazon.com/gp/chpf/about/ref=smi_se_rspo_laas_aas
https://ww3.publix.com/myaccount/register
https://www.boxtops4education.com/
http://email.membershiptoolkit.com/wf/click?upn=arlZvpcMgNlckAgDrn8N4PZLsUDjXT867X58kvDr13zWJHc4sO7oRnnjIhojMNK5_FhCi5B15p96sIqI5O9n-2FMvkP3Iq45ra7R4FdoZs-2BRTr7LYo7l-2BsCB83kewAvXSRafFYwQStqTDHLSw8hYMH2WMDjwh96nelXwpG3JIrMnghiCcHXPnD5TVj6TSe86kcUp9ohNyjgtcQjj8q6fVQsLM7jBU-2FZ7zLOxvRynkf41UVfouPtyErXTOzVS3q9vXbD4cY3ofcLvKDcr1-2F1mgXvIIZBtdYfv5qQDn128fBLpX6jwrc-2Ftx5uYJR7hQz3JLy-2FzoCFZcrV2AjLP0KnLgUYotmtMBZ8sO8ZpLmEjbzloWLou5fAc5ezwFPzTK5ltjhgBEt7ojwc6EE-2Bgi4-2B2kiwcsRwECjeD-2Fsi-2FgPpiW1hobrvHtinC8nO6M8-2FC2gcHwGUMpDfoTcpw0AidL2y6urIjA-3D-3D
http://email.membershiptoolkit.com/wf/click?upn=mavLU4MPf3VRn1kkns-2FzygAlBBeXVqXAlbsn0RoCVo0CAVvzpyNADCY7HYstuk9a_FhCi5B15p96sIqI5O9n-2FMvkP3Iq45ra7R4FdoZs-2BRTr7LYo7l-2BsCB83kewAvXSRafFYwQStqTDHLSw8hYMH2WMDjwh96nelXwpG3JIrMnghiCcHXPnD5TVj6TSe86kcUp9ohNyjgtcQjj8q6fVQsLM7jBU-2FZ7zLOxvRynkf41UVfouPtyErXTOzVS3q9vXbD4cY3ofcLvKDcr1-2F1mgXvIN9DtOMxUxRTJ7LnJ8wjatYwiHIKpcrTOayxgXxPnGU-2BqMSvf1cylFosHj-2BczXF6fuedNlsWHYUvKKUnmLdEk65rokP1u0v7-2BwXgoSPDyaS7E4Nm-2Blx7KclqC1tvtymw1lMbyVtlDrRCNPLSPjw9qb-2F4-2BGRb8SFLciQZZO-2FRX2mnTozkz8Hzh0DEVS8fkFE5I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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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Partners 
                           

 

 

Kid Chess 

 

Artech Roofing & Construction 

 

Cloudland Coffee Company 

 

Great Harvest Bread Company 

 

Chick-fil-A 

 

Ivy Bridge Academy 

 

 
 
 

 

 

Amazon 

 

Eye Level 

 

Kroger 

 

Lifetouch 

 

SAM Singapore Math 

 

Mathnasium of Johns Cr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