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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 가족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적응했고, 멋진 한 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할 일  한 가지와 올 해 

학생들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 PE(체육) 부서가 주지사 SHAPE 어워드에서 플래티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원만한 교육을 받는 것도 우리의 교육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그런 신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Strong4Life 프로그램을 올해 우리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애틀란타 영양 부서와 Health Care of 

Atlanta 와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Strong4Life 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건강한 습관, 영양, 그리고 신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가 

조지아에서 더 건강한 가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곧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Wellness Wednesdays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 Strong4Life 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건강한 습관, 영양, 그리고 신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가 조지아에서 더 건강한 가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들은 곧 당신은 곧 그 프로그램, 격려 집회, 웰니스 수요일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고 찾으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혹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Whatever I Need (WIN) 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은 조용한 불빛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액티비티 그리고 

백색 소음 또는 부드러운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나이트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이 잠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 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Science Olympiad, 레고 리그 Lego League, 사이언스 페어 Science Fair 그리고 테크놀러지 

페어 the Technology Fair 를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또한 리딩 볼 READING BOWL 행사도 추가했습니다. 독서를 사랑하는 4,5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경쟁팀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Ms.Justice 와 Ms.Reed 가 이 팀을 자원하여 

담당합니다.  

카 라이더 학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카풀 라인이 지금까지와 달리 매우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내려주시고, 라인이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준 학교 스텝과 직원 모두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밥캣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이 

헌신적인 그룹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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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oming Events    Assistant Principal-Ms. Kyle 

 
 

  

 
 

 
 

  
       

 

 

 
  

 

         

   
 

 

          

    
                                                  

                              

         
                     

 

      

   Counselor Connection – Ms. Howell 
 
  

 

 

 

 

 

 
  

 

 

 

 

 

August   
20          PTA 미팅 – 6p.m.– Media Center 

21          SGC Meeting(학교 운영 위원회 미팅)– 7a.m. 

21          Newcomers Coffee – 9a.m. - Media Center 

27          VIP Folders Go Home 

27          Pre-K-2 학년 커리큘럼 나이트  – 6:30-7:30pm 

27          컵 스카우트 – 6:00 -7:45p.m. - Media Center 

28          3-5 학년 커리큘럼 나이트 – 6:30-7:30p.m. 

28          5 학년 트립 미팅 – 7:30-8:00p.m. 
 

September  

2             Labor Day – No School 

9             컵 스카우트 미팅  – 6:30p.m.-cafeteria 

16-20      북 페어 Book Fair – Media Center 

13           Mother’s Tea – 8:00a.m. – Media Center 

20           All Pro Dad -6:45a.m. – Media Center 

24           VIP Folders Go Home 

25-27 5 학년 여행  
 

 

 

  

 

 

 

 

  

 

 

 

 

 

 

 

 

 

       

 

 

 

 

 

 

 

 

 
 

   

FCS Code of Conduct (학생 행동 수칙) 
FCS 는 2019-20 학생 행동 수칙을 전자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2019-20 학생 행동수칙을 아래 사이트에서 

검토하세요. : https://www.fultonschools.org/codeofconduct. 특히 65-67 

페이지에 FERPA 에 관련하여 업데이트 된 사항을 살펴봐주십시오. (이전에 

홍보/ 미디어 노출로 학부모님들에게 공지) 모든 이의는 매년 갱신해야하며 

서면으로 교감 선생님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모든 준수 사항을 검토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자 사인 확인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부모님은  2019 년 8 월 

31 일까지 서명해야합니다. English 

Handbook: http://www3.fultonschools.org/codeconduct 

Spanish: https://www3.fultonschools.org/codeconduct/home/indexspa 

 

도보 통학 및 버스 통학 학생들 

버스를 타는 학생 또는 도보로 통학하는 PreK-2 학년 학생들은 하교시 반드시 어른 

또는 나이 많은 형제 자매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 

귀가 방법이 바뀌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쓰고 서명을 

한 노트를 보내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mpus Portal 

캠퍼스 포탈은 학생들의 성적,숙제 등을 부모님이 알아 볼 수 있는 카운티의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혹은 등록시 

이메일을 통해 받은 링크) 계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정 설정이 안 된다면 

프론트 오피스로 문의 주십시오.  

 

Georgia Milestones - Grades 3-5 
디스트릭트에서 3-5 학년의 조지아 마일스톤 학기말 시험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날짜를 참고하세요. .  

Grade 3 

Monday, April 20 ELA Section 1 

Tuesday, April 21 ELA Section 2 

Wednesday, April 22 ELA Section 3 

Thursday, April 23 Math Section 1 

Friday, April 24 Math Section 2 

Grade 4 

Monday, May 4 ELA Section 1 

Tuesday, May 5 ELA Section 2 

Wednesday, May 6 ELA Section 3 

Thursday, May 7 Math Section 1 

Friday, May 8 Math Section 2 

Grade 5 

Monday, April 20 ELA Section 1 

Tuesday, April 21 ELA Section 2 

Wednesday, April 22 ELA Section 3 

Thursday, April 23 Math Section 1 

Friday, April 24 Math Section 2 

Monday, April 27 Science 

Tuesday, April 28 Social Studies 

 

 

 
 

밥캣 가족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저와 만나뵙지 못한 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Ms. Howell 이고 SBCE 의 새로운 카운셀러입니다. 멋진 학교와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교 카운셀러로서 제 

일은 세 가지 분야에서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는 사회적/ 감정적인 요소, 학습 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대학 또는 취업에 관련된 분야를 지원합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을 통해서, 소규모 그룹 그리고 각 개인과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504 과정과  RTI/SST 

과정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  

howelle@fultonschools.org/470-254-8863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clipartzebraz.com/cliparts/august-clip-art/cliparti1_august-clip-art_08.jpg&imgrefurl=http://clipartzebraz.com/files/1/14343_august-clip-art.html&h=175&w=175&tbnid=6kbzV4LGDgOU1M:&docid=VTO7fA4Y_GkdPM&ei=GarDVdTjLsGngwTNi6boDA&tbm=isch&ved=0CCkQMygMMAxqFQoTCJTUntKNlccCFcHTgAodzYUJzQ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I2J64LWo8cCFQU_Pgod7w4Gkw&url=http://www.cliparthut.com/september-monthly-clipart.html&ei=C03LVc3XFoX--AHvnZiYCQ&bvm=bv.99804247,d.cWw&psig=AFQjCNHMessxOclzB3_LDGEP5TrPy2OyRA&ust=1439473273607114
https://www.fultonschools.org/codeofconduct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3.fultonschools.org%2Fcodeconduct&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38209159768440f414da08d72007234c%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013087332821952&sdata=SfIYsMZHMeMqNdmwAXfXRHQanBTmxxZDx61ab%2BTOWRw%3D&reserved=0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3.fultonschools.org%2Fcodeconduct%2Fhome%2Findexspa&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38209159768440f414da08d72007234c%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013087332831936&sdata=d1eFRivSBJPrfsE863zJxCeXSlaXN5jbjTK%2FCSVbIWs%3D&reserved=0
mailto:howelle@fultonschools.org/470-254-8863


 

 

               CST – Ms. Gruber                      Schoo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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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에서 아래 물품이 필요합니다 
 

 
Saltines (크래커) 

남아용 작은 사이즈의 반바지 및 바지 

여아용 작은 사이즈 반바지 및 바지  

Lysol wipes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스카우트의 밤  

컵 스카우트 2143 단이 8 월 27 일 화요일 미디어 센터에서 스카우트의 

밤을 개최합니다. 오후 6 시-7 시 45 분까지 행사는 진행되며 스테이트 

브릿지 크로싱의 스카우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학년 커리큘럼 나이트에 참석하시는 부모님이라면,같은 날에 행사가 

있으니, 커리큘럼 나이트 시작 전 혹은 끝난 뒤 잠시 미디어 센터에 

들려주세요. 컵스카우트 2143 단은 K-5 학년까지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pack2143.org. 
  

 

온라인 자료 및 교과서 접속 방법  

 

모든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중심의 자료는 풀톤 카운티의 

LauchPad 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런치 패드에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5 학년 Blue Ridge Trip 

 

5 학년 Blue Ridge Outdoor Education Center 여행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와 첫 번째 여행비 지불의 마감일은 8 월 28 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 지불 방법인 Online School Payment (OSP)는 

8 월 21 일 오픈예정입니다.여행 안내서는 5 학년 선생님들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Fall Universal Screening 

디스트릭트와 스테이트 가이드 라인에 따라, State Bridge Crossing 은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 감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모든 K-5 학생들에게 읽기, 수학, 학생 

행동과 관련된 보편적인 선별 도구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합니다. 유니버셜 스크리닝은 학교 직원들이 

학생들의 정확한 능력을 판단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각 학년이 시작될 때, 이런 선별 작업에는 

BAS(Benchmark Assessment System), iReady(iReady),그리고 사회적, 

감정적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도구 SAEBRS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크리닝의 평가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measures as early as possible. 

 

 

Curriculum Nights 

(학부모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Pre-K, K, 1st, 2nd – 6:30-7:30 p.m. August 27th  

 

3rd, 4th, 5th – 6:30-7:30 p.m. August 28th  
 

 
 

이 행사는 학부모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참석 불가) 필요한 경우, 

아이들을 돌봐 줄 베이비 시터를 미리 구하세요. 

 

All Pro Dad 

 

올해 첫 미팅이 9 월 20 일 금요일 오전 6 시 45 분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Mother’s Tea 

어머님들에게, 저희 학교의 All Pro Dad 행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초대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성장을 돕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엄마들의 육아의 본보기는 기쁨과 열정입니다. 

하지만 아빠들 역시 육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ll Pro Dad 의 

목표는 아빠들이 평범하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돕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어머님들, 저희는 더 많은 아빠들이 All Pro Dad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어머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 월 13 일 오전 8 시, 저희는 모여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버지가 매달 연결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홍보하기 위해, 어머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13 일 참석하는 모든 어머님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무료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행사 시간은 45 분 정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점심 방문 Lunch Visitors 

우리의 밥캣이 카페테리아에서 행동 (Respectful, Responsible, and 

Ready to Learn – 남을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알고, 배울 준비가 된 

행동들)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점심 방문은 8 월 26 일, 월요일 이후로 가능합니다.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pack2143.org&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e4f8139369794abe61b108d719c2f2f4%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006197395293938&sdata=EWmfsn0RR00tiy4p4KLu4uQHrldWtvhDZSUcOwgjauI%3D&reserved=0


 

 

School News (continued) 

 
              Follow what’s happening at SBCE 

           @SBCEprincipal (Ms. Marques) 

@lindsaymkyle (Ms. Kyle)   

         @grubersgotclass (Ms. Gruber) 

                   #SBCEBobcats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과정은 조지아 교육청의 영재 교육 서비스를 위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일 년에 두 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 교육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풀톤 카운티에서는 

영재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당 학생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선별합니다. 영재 교사는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추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자동 심사 또는 교실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과거 시험 자료 및 

어드밴스드 수준의 성적 데이터가 있는 학생은 영재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I. 자동 선별- 영재 서비스를 위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화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서비스를 위한 조지아 교육청 지침서(GaDOE Resource Manual for Gifted Education 

Services)에서 정의한대로 표준평가에서 특정수준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학년 

초에 TAG 선생님들이 학생 기록에 있는 기존의 시험 점수들을 검토합니다.  

 

표준 학력 평가Standardized Tests   

           학생들은 전국 기준 표준 학력 시험에서 총점에서 최소한 85 퍼센트를 받아야 하고 적어도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에서 90 퍼센트를 받아야 합니다. : 영어 읽기, 수학 그리고 총점 

          iRead Assessments– (2019 년 가을 시험 기준)   

• Grade K-2: iRead Assessments 의 Literacy(읽기 능력) 에서 90%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타는 필요합니다. 

• Grade K-8  : iRead Assessment 영어에서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Grade k-8 : iRead Assessment  수학에서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cceleration Assessments-학생들은 Acceleration Assessment 에서 80 프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Grades K-3 : 영어 또는 수학 . 추가적인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영재 서비스를 위한 검사와 추천 절차에 관한 안내   
   

  

PBIS 

이번 주 PBIS 수업에서는 3R 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3R 이란 : 

respectful (존중 및 배려) , responsible(책임), and ready to learn. (배울 

준비가 된 자세) 아이들과 함께 카페테리아, 버스,복도, 놀이터, 교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면 3R 을 보여주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규칙들을 지킬수 있도록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분은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chool.fultonschools.org/es/statebridgecrossing/Pages/PBIS.

aspx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school.fultonschools.org%2Fes%2Fstatebridgecrossing%2FPages%2FPBIS.aspx&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14c50e25b6684c5f6dc508d720b42e6b%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013830549708875&sdata=DvpnR%2FHyqa4U9wzUF99qdGVYgUUqc2ISz%2Fwp4OpClyw%3D&reserved=0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school.fultonschools.org%2Fes%2Fstatebridgecrossing%2FPages%2FPBIS.aspx&data=02%7C01%7Cadamt%40fultonschools.org%7C14c50e25b6684c5f6dc508d720b42e6b%7C0cdcb19881694b70ba9fda7e3ba700c2%7C1%7C0%7C637013830549708875&sdata=DvpnR%2FHyqa4U9wzUF99qdGVYgUUqc2ISz%2Fwp4OpClyw%3D&reserved=0


 

 

조지아 마일스톤 학년말 시험 - (전년도 시험 )  

• Grade 3-8  : 학생들은 영어 또는 수학에서 최소  Level 4 (Distinguished Achievement Level)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Grade 9-12 : 학생들은 총 누적 평균이 95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II. 학급심사 (classroom screening)-  지역 학교들은 1 월과 2 월 사이 두 주를 선택하여 모든 

학생들의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K-11 학년)    

• 학급 교사들은 동기, 관심분야,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탐구력, 통찰력, 추리력, 창의력 

그리고 유머의 영역들 중에서 다섯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학생 

심사를 위한 특성 도구( Characteristics Instrument for Screening Students (CISS))를 사용합니다.   

 

III. 추천 (Reported Referrals)- 학생은 선생님, 행정직원, 부모님 또는 보호자 친구, 자신 스스로 혹은 

학생의 능력을 알고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재 교육 서비스의 고려대상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추천은 매 해마다 두가지의 시스템 단계의 검사와 추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추천들은 먼저 지역 

자격 심사팀 (local Eligibility Team)에서 심사를 하며, 이는 자격심사를 위한 기존의 정보들이 공식 테스트를 

보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합니다.  

 

자동심사나 혹은 학급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또한 시험기록, 창작품, 그리고/또는 상급과목들로부터 모아진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진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 자격 시험을 볼수 있도록 추천받게 됩니다. 일단 시험을 보도록 

추천 받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시험 동의 서식에 관한 학부모 통지서Parent Notification for Testing Consent Form 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시험결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 주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있는 학생들은 영재 프로그램에 배정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검사 결과를 요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풀턴카운티 영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fultonschools.org/en/divisions/acd/learnteach/Pages/TAG.aspx  

     

 

 

 

http://www.fultonschools.org/en/divisions/acd/learnteach/Pages/TAG.aspx
http://www.fultonschools.org/en/divisions/acd/learnteach/Pages/TAG.aspx


 

 

 



 

 

                                                    PTA News  

 

Sneak Peek 

Sneak Peek에 도와주신 발런티어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chool Supply Kits 

2년째 성공적인 스쿨 서플라이 온라인 주문을 마쳤습니다. 주문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227 키트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주문 기대합니다.  

Membership 

현재 136 가정이 PTA 멤버쉽에 가입하였고, 전체 목표의 55%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직 멤버가 아니라면, 아직 멤버쉽 가입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Membership Toolkit. 기존의 Myschoolanywhere에서 Membership Toolkit로 플랫폼이 변환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click here  새로 계정을 개설하여 주십시오. 계정 개설시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멤버쉽 레벨을 선택하세요.  

 

Company matching (회사 지원)  

여러분의 회사에서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이 있다면, State Bridge Crossing에 두 배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간단히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많은 회사, 은행, 하이테크 회사, 큰 규모의 소매업과 회사들이 직원들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매치를 해줌으로써 커뮤니티에 

이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배우자나 은퇴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PTA 웹사이트 www.sbcepta.org 에서 작년에 어떤 

회사들이 매칭 기프트를 지원했는지 체크해보세요.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은 페이지 오른쪽의 Quick Link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Family portraits 

Aubry Canales 이 제공하는 가족 사진 촬영권에 사인업 하세요. 사진 촬영일은 9월 14일, 18일 그리고 22일 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사진 

촬영 스케줄을 예약하세요. Click here to reserve your spot today!  사진 촬영 비용은 $40이며, 시간은 10분이며, 이 비용에는 무료 디지털 

파일과 큰  디지털 패키지에 대한 크레딧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어북 주문 Yearbook orders 

8월 23일 전에 이어북을 구입하면 $30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어북은 , www.Jostens.com.  에서 주문하세요.   

 

Box tops   

영수증 스캔하여 boxtops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Click here 하면 박스탑 상품들과 새로운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7일까지 박스탑을 클릭하거나 제출해주세요. 박스탑 박스는 프론트 로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박스에 직접 드랍해도 되고 선생님께 

제출해도 됩니다. 박스탑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유통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오려서 보내주십시오.  

 

스피릿 웨어 주문 Spirit wear orders 

온라인 스토어가 8월 30일까지 오픈합니다. 상품은 9월 둘째주 정도에 아이들의 클래스로 배달됩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lick here  

 

Coming Up 

뉴커머 커피 행사가 8월 21일 오전 9시 미디어 센터에서 있습니다.  

 

5학년 티셔츠 5th Grade T-Shirts 

5학년 티셔츠 주문 마감일이 8월 28일입니다.가격은 $15이며 현금 또는 체크로 받습니다. 커리큘럼 나이트에도 구입할 수 기회가 있으며, 

사이즈 체크를 위한 샘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Lynn Blue (lynn.m.blue@gmail) 에게 메일 주세요.  

 

 

https://sbcepta.membershiptoolkit.com/home
https://sbcepta.membershiptoolkit.com/home
http://www.sbcepta.org/
https://www.signupgenius.com/go/60b044aa5af2fa2f94-family
http://www.apple.com/
https://statebridgecrossing.itemorder.com/sale
mailto:lynn.m.blue@gmail


 

 

PTA News (Continued) 

 

Business Partners 

 

 

 

 

 
                           

 

 

 

 

 

 

 

Kid Chess 

 

Artech Roofing & Construction 

 

Cloudland Coffee Company 

 

Great Harvest Bread Company 

 

Chick-fil-A 

 
 

 

 

 

Amazon 

 

Kroger 

 

Lifetouch 

 

SAM Singapore Math 

 

Mathnasium of Johns Creek 

 

Facebook, Twitter and Website 

아래와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PTA 소식을 받아보세요.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bcepta 

Twitter – https://twitter.com/sbcepta 

Website - http://www.sbcepta.org/ 

 

첫 번째 PTA 미팅 First PTA meeting 

첫 번째 PTA 미팅이 8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PTA 웹사이트에 모임 이후, 회의록이 포스팅 되니 참고하세요.  

 

https://www.facebook.com/sbcepta
https://twitter.com/sbcepta
http://www.sbcept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