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모토 :   Strive For Excellence 

No Excuses

학교 마스코트 : 호랑이
학교 컬러 :  초록색 & 회색



PTA – Parental Involvement is Important!
https://www.trmspta.com



테일러 로드는 2022년 8월 8일에
38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즐거운 배움의 장소입니다. 

 5개의 초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이
입학하며 또한 여름 동안 저희
학교 거주 지역에 새로 이사 온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 Abbotts Hill Elementary

☺ Findley Oaks Elementary

☺ Lake Windward Elementary                    

☺ Ocee Elementary

☺ State Bridge Elementary

Private Schools



테일러 로드의 8학년들은 전원

차타후치 하이스쿨로 진학합니다. 



교장 선생님(Principal)
교감 선생님 (Assistant Principals) 
카운셀러(Counselors)
아카데믹 과목 선생님(Academic Teachers)
커넥션 선생님 (Connections Teachers)
교직원들 (Classified Staff)
교내 경찰관 (Resource Officer)
졸업 코치 (Graduation Coach)



수학 Math
영어 Language Arts
리딩 / 외국어
과학 Science
사회 Social Studies
커넥션 수업 Connection Classes 



6학년 – 지구 과학 (Earth Science) 

6학년 과학 수업은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 Grade level science

• TAG science  

• Special Education Science per IEP



영어 클래스 배정은 학생의 지난 학교의
선생님 추천과 성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Language Arts Classes:
• Language Arts 6 On Grade Level

• Language Arts 6 Advanced

• TAG 6th 

• Accelerated 6th

• Special Education language arts per IEP

• ESOL language arts



6,7학년
세계 다른 지역의 지리, 문화, 역사, 정부, 경제
를 배웁니다

제공하는 수업 :
• grade level social studies

• TAG social studies

• special education social studies per IEP



6,7,8학년 학생 중 외국어를 수강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외국어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리딩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배경 지식, 어휘, 고차원 ,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텍스트를 통해
분석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 클래스 배정은 학생의 지난 학교의 선생님
추천과 성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학 클래스

• Math 6 On Grade Level (Math 6.1 & 6.2)

• Math 6 Enhanced (Math 6.1 & 6.2, 7.1)

• Math 6 Advanced (Math 6.2, 7.1 & 7.2)

• TAG 6 (Math 6.2, 7.1 & 7.2)

• Accelerated 6 (7.1 & 7.2)

• Special Education Math per IEP



Chorus
Musicals
Band
Jazz Band
Orchestra
Fiddle Group



 현재 학년 레벨과 가이드 라인의 기준에 맞아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6학년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수업
불어 French, 스페인어 Spanish

 7&8학년
고등학교 크레딧을 받기 위해선 2년 연속 같은 언어를
수강해야합니다. 



Option A: 음악 수업
Option B:  일반 커넥션

목적 :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심사를 파악하고, 기술을 다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과정들을 제공합니다. 



 Visual Art
 Busines & Computer Science
 Explorer/Eng.(Technology)
 Health/P.E. (required for all 

6th grade students)
 Music (band, orchestra, chorus)
 ABE Math (math enrichment)
 Career Awareness (required for all 6th grade 

students)



• enhanced 수학 코스에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커넥션 수업 시간에 수학 서포트 수업을 듣게 됩니다. 

•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일년 중 아무때나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다면 수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총 테스트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거나, 전체 총 성적이

85점 이상인 경우만 enhanced 코스에 남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요구하는 최소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를 추천하기 위해 9주간의 일종의 수습

기간에 배치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학 과목 부서장인 Meredith Mackiw

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mackiw@fultonschools.org



 점심 시간 전 또는 후의 매일 25분간의 시간
 Remediation – 동급생 과외 , 공부 시간
 Enrichment –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한 추가 학습들
 Achievement – 학생들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
 Learning – 조용히 읽고 공부하는 기술
 테일러 로드의 모든 학생들인 학습 기술을 강화하는
시간

 Student Success Skills – 인성 및 삶의 교육
 Response To Intervention (RTI) – 수학 영어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 도움을 주는 시간



 1st period 8:50-9:40 (Academic Class)

 2nd period       9:44-10:33 (Academic Class)

 3rd period 10:37-11:29 (Real Time/Lunch)

Real time 10:37-11:02 or Real time 11:04-11:29

Lunch A (10:37 – 11:02) & Lunch B (11:04-11:29)

 4th period 11:33-12:25  (Academic Class)

 5th period 12:29-1:21 (Academic Class)

 6th period 1:25-2:14 (Academic Class) 

 7th period 2:18-3:07 (Connections) 

 8th period 3:11-4:00 (Connections)



개인 및 그룹 카운셀링
클래스룸 지도 Classroom guidance
조정 Coordination
표준 시험 Standardized Testing

• 학부모 면담

• 커뮤니티 에이전시 연결
상담
전학 또는 등록 도움



테일러 로드의 학생 전원은 랩탑을 제공받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개인, 스몰 그룹, 클래스룸 전체
등에 오픈됩니다. 

 8:00 a.m. - 4:00 p.m. (월요일 - 금요일) 
자료,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학부모 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

책 대출시 바코드



모든 학생들은 랩탑을 제공받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길 원할 경우, 따로 허가 양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디바이스 수리는 미디어 센터로 가야하며 수리
비용은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21 Reach

Extended Learning

Mentoring

Help Sessions

Check and Connect

 Infinite Campus (Parent/Student Portal)



점심 급식

• 선택 – 따뜻한 음식, 델리 샌드위치, 샐러드

• 추가로 감자튀김, 쿠키,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급식 메뉴는 매주 월요일 학교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식비

• 현금 구매 (거스름돈은 없습니다. ) 

• 런치 어카운트

• MyPayments Plus/School Nutrition



학교 홈페이지 TRMS WEBSITE

TRMS WEBSITE

캘린더에는 중요한 학교 행사 및 학교 휴일 및 teacher 
workdays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taff directory 에는 선생님들 이메일 주소 및 블로그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fultonschools.org/taylorroadms





Intramural 과 extramural 스포츠는 학교 시작
전 또는 방과 후에 활동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활동은 TRMS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지역의 다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를 합니다. 스케줄은 매 12주에 한 번씩
변경됩니다. 

7,8학년은 더 다양한 스포츠 활동 옵션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



!

•Spanish Club

• Pet Club 

•Chess

•Jazz Band

•Flute Choir

•Advanced Orchestra

•Art

•Jr. Beta

•Student Forum

•Academic Bowl

•Clubs available 

may change slightly 

each year



This Photo by Unknown Author is licensed under CC BY-SA

http://maysash.wordpress.com/tag/social-media/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9AM-12PM or 1PM-4PM

예비 6학년 학생들과 부모님은 “ TRMS에 대해 알아가기” 에 관한
반나절 정도의 boot camp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락커
열기부터 시작하여,테일러 로드의 안팎에 대해서 알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중학교에서 기대하는 점, 
사회적.정서적 변화에 대처하는 법,서밋 카운셀링 센터의 자격증있는

카운셀러로부터 듣는 청소년기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 중 하나의 세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과 간단한 스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분이 하나 이상이라면 각 학생당 하나씩 폼을 작성해 주세요. 
**Boot Camp 등록 마지막날은2022년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2022년 8월 4일 목요일

8:30AM -12:30PM 
✓ 홈룸 또는 팀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를 탐방하세요. 
✓ ALL purchases - PE 유니폼, 락커 사용비 등 필요한

물품은 verification day전에 미리 online school 
payment를 통해 구입하세요. , 

✓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 목록을 받으세요. 
✓ PTA에 가입하세요. 
✓ Schedule 확인
✓ 특정 날짜 확인은 학교 웹사이트롤 통해 확인하세요.



2022년 8월 7일 월요일
8:50 a.m. – 4:00 p.m.



MJ Kang 

Bilingual Liaison 

Tel. 470-254-8713

Tuesday, Thursday 7:30am-3:30am

Friday 12:00-4:00pm

kangm@fultonschools.org

www.trmsmjkang.weebly.com

mailto:kangm@fultonschools.org
http://www.trmsmjkang.weebly.co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추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폼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