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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Milestones 

•조지아 마일스톤 테스트는 종합적인 평가시험으로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치르게 됩니다.

• 3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은 각 과목에 있어 학년말 시험
(EOG) 로 치르게 됩니다. 단 고등학교 과목 이수 학생의 경우
EOC를 따로 치르게 됩니다. 

• Georgia Standards of Excellence 로 새로이 바꾸어 치루게
됩니다. (No mor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 조지아 마일스톤 테스트는 Language Arts, Mathematics, 

Science, 와 Social Studies 과목에 있어서 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기술들을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 학생들에게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혹은 자신의 답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것입니다.

• 랭귀지 아트와 수학은 사지선다형의 문항을 줄이고 짧은
단답형과 긴 문장의 문항 으로 답하도록 합니다. (과학과 사회는
제외 하며 랭귀지 아트는 3-6 문장) 

• 기존엔 Writing Assessment Test 를 따로 한 것과 달리 Reading, 

Language Arts 그리고 Writing 이 한 테스트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Georgia Milestones



• 모든 과목과 코스에 있어서 현재 배우고 있는 기준지표들을 좀
더 보완하고 미전역의 학생들과 비교가 가능할수 있도록 전국
표준 지표가되는 (National Percentile Rank) 20개의 문제가
포함되며 이중 10 미만의 문항은 조지아의 학년 평가가 포함
됩니다. 

• 랭귀지 아트는 Reading and Vocabulary – 53%

Writing and Language Art – 47%

Georgia Milestones



• 점차적으로온라인으로시험을치르는것이주된시험방식이될수
있도록이행하게될것입니다. 우선적으로시험치르는방식은
온라인으로행해질것이며종이와연필로치르는기존방식은완전히
온라인테스트가정착될때까지는차선책으로사용될것입니다. 
(학교마다다를수있다) 

• 조지아 마일스톤 테스팅은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치르게 되며, 
풀턴카운티 마일스톤의 테스팅 시기는

Fulton County: 4/12 – 4/26  재시험- 6/21-6/23

Georgia Milestones



Suggested Schedule



• 조지아 마일스톤 시험 결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시 3학년 학생은
Reading 을 5학년과 8학년은 Reading 과 Math의 성적을 기준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 3,5학년 그리고 8학년의 학생일 경우 Beginning Learner(Level 1)과
Developing Learner (Level 2) 낮은 점수일경우 ELA의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 5학년과 8학년의 학생일 경우 Beginning Learner (Level 1)

점수일경우 Math의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Promotion and Retention 



개인성적표읽는방법



학생 정보 : 이름, 학교 생년월일 등

시험 날짜 및 학년

전체 테스팅 4과목 및 과목에 관한
성적표와 그래프

- 4단계 평가 레벨
- 실제 받은 점수

4단계 레벨에 관한 정의
Level 1 : Beginning Level (시작 단계)
Level2 : Developing Level (개발, 진행

단계)
Level 3 – Proficient Level (능숙한 단계)
Level 4 – Distinguished Level (뛰어난

단계)



Description of Achievement Levels 

단계 1 : 시작단계

조지아주에서요구하는
학년수준의기술과지식을
아직습득하지못한단계. 
이단계의학생은다음
학년을준비하기위해학습
학교내의보조가필요함. 

단계 2: 발전단계

조지아주에서요구하는
학년수준의기술과지식을
부분적으로입증한상태. 이
단계의학생은다음학년을
위한약간의학교내의학습
보조가필요한상태. 

단계 3: 능숙한 단계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학년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능숙하게 입증한
상태. 이 단계의 학생은
다음 학년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 

단계 4 : 뛰어난 단계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학년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학년 레벨

이상으로 입증한 상태. 이
단계의 학생은 다음

학년의 준비가 아주 잘 된
상태. 



과목명: English Language Art

Lexile Information (읽기독해력)

학생이받은실제점수와그에관한설명
그리고해당되는단계

Level 3: Proficient Learner:  540 CA

각분야별세부점수및설명

성적비교
School( SBCE), System (Fulton County), 

State( Georgia)

전국성적비교



이학생이실제받은점수 540 CA* 및
이점수에해당하는단계
Level 3:Proficirnt Learner 에해당하며
그에관한설명이기재되어있음. 



독해및단어

학생이받은성적에따라이부분은
Below Grade Level / Grade Level or Above 
이두가지로만기재됨. 

작문 – Extended Writing Task 
2부분으로나누어평가
-Idea Development 는 4점만점
-Language Usage and Conventions는 3점만점

Narrative Writing Response – 4점만점

• 샘플학생의경우 Narrative Writing Score를 0점을
받았기에 0점을받은이유를 CODE C로표시함. 
그렇지않을경우해당점수로표시.
해당 Code 설명은성적표하단에기재됨. 



Condition Code

A= Blank (학생이답을쓰지않은경우)
B= Copied (표절한경우)
C= Illegible / Too Limited to Score
(점수를측정하기에너무자료가적음) 

D= Non-English /Foreign Language 
( 영어가아닌언어로작문)

E = Off Topic / Offensive
(주제를벗어난작문혹은공격적인언어
또는그림이사용된경우) 



참고 : 조지아주에서요구하는학년별 Lexile 지수

Lexile 지수

ELA 과목의경우, 학생의점수를바탕으로 Lexile 
지수를제시. 본인의 Lexile 지수에해당하는추천책
리스트와도전이될만한책의리스트표시됨.

www. lexile.com 
www.gadoe.org/lexile.aspx

http://www.gadoe.org/lexile.aspx


각 분야에 해당하는 평가 부분을
3단계 그림으로 표시. 

원 안이 검정으로 가득찬 그림이 가장
만족하는 단계

개인의 성적을 School(SBCE), System 
(Fulton), State (GA) 와 같이 비교분석.

전국 기준 – %로 표시

과목명 : 수학

실제 점수 및 단계 표시
이 학생의 경우 500점 / 2단계

(Developing Learner) 



각 분야에 해당하는 평가 부분을 3단계
그림으로 표시. 원 안이 가득찬 그림이 가장

만족하는 단계

Remediate Learning : 
해당 영역에 한하여 보충학습이 필요한 상태

Monitor Learning :  
해당 영역에 한하여 (학습) 관찰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보충 학습이 필요한 상태

Accelerate Learning : 
해당 영역에 한하여 충분히 실력을 입증한 상태



수학성적표읽는방법과 동일



과목명 : 사회 (Social Studies)

이학생의경우 Social Studies 과목의시험을
치르지않았으므로해당점수가없기에
PTNA(Present, Test Not Attempted) 로기재

시험을친경우, 해당과목성적표는
과학과목과읽는방법같음.

수학성적표읽는방법과 동일

미국에 온 지 1년 미만의 학생 /ESOL 과정을 듣는 학생은
경우에 따라 Ga Milestones ELA 및 Social Studies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음.

1년의 유예기간후 이 과목도 다른 과목과 함께 시험을
쳐야 함. 



조지아마일스톤정보

• www.gadoe.org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 http://learnoas.ctb.com/ga - New Milestone Online 

practice
• www.fultonschools.org – Fulton County Public Schools
• www.lexile.com
• www.gadoe.org/lexile.aspx
•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

Assessment/Assessment/Pages/Georgia-Milestones-
Assessment-System.aspx

http://www.gadoe.org/
http://learnoas.ctb.com/ga
http://www.fultonschools.org/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Assessment/Pages/Georgia-Milestones-Assessment-System.aspx


EOG Parent Milestone Resource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