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GE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하며,
유타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Utah Core Standards를 평가합니다.
SAGE 평가는 유타에만 있습니다. 이 평가는
엄격하고 포괄적인 테스트 개발 과정에 따라
특별히 유타 학생들에게 맞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유타의 교사들이 참여한 개발
워크숍과 유타주 교육부(USOE), 테스트 개발
전문가들, 유타 교육가 및 시민, 유타 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 테스트 심의위원회에 의한 여러
차례의 심의가 포함됩니다.

다음 사항을 원하실 경우
!

☣연습 시험(training test) 치기
☣샘플 문제 유형 미리보기
☣적응 테스트(adaptive test)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sageportal.org.

컴퓨터 적응 테스트(computer
adaptive test)란 무엇입니까?
학생이 문제에 답을 할 때마다 그 학생의
응답이 다음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의 난이도는 각 학생의
실력에 맞게 조정되어 각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측정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SAGE 테스트 문제들은 유타
학부모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SAGE
SAGE는
학생의 성장 및
실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타 SAGE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학생
가정을 위한 정보

2013년 11월, 유타주 상원 의장, 유타주
하원 의장, 유타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15인의 유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심의위원회가 5일 동안 SAGE
테스트 문제들을 심의했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문제 선정과정과 문제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 위원회는 매년
가을에 만나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정
문제들과 새로운 문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신의 임기를 채운 학부모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매년 새로운
위원들이 선정됩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유타주
교육위원회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상원
의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유타 SAGE 포털
www.sageportal.org를
방문하십시오.

SAGE는 유타 주의 평가

시스템입니다
유타는 이 평가를 소유하고
통제합니다 유타를 위해 유타가
개발했습니다

SAGE는 학생의 성장 및 실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AGE는 학생의 성과와 성장을 수년 간에 걸쳐
측정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SAGE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고 있는 학업
기준인 유타 핵심 표준(Utah Core Standards)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SAGE 시스템 포함 내용:
각 학교들과 각 교육구의 수준을 평가하는 학년말 종합
시험(Summative test) . 이 시험은 과거 학년말에
진행되었던 CRT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업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을과 겨울의 중간
시험(interim test). 이러한 시험은 학교와 교육구의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학생, 가정,
교사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달
평가(formative assessment).

학생들은 올해부터 SAGE 평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2014년 봄부터 자신의 학년 수준/코스에
요구되는 각 시험(test)을 치게 됩니다. 아래 차트는 어떤
평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AGE 평가

과목
ELA

수학

과학

학년/코스
3-11 쓰기
3-11 읽기, 언어,
듣기
3-8 수학
중등수학(Secondary Math) I,
II, III
4-8 과학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SAGE 발달평가(formative assessment)
도구에서는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수
천 가지 활동을 제공합니다.
SAGE 발달평가는 학생이 각
학년수준/코스에서 유타 핵심 표준(Utah
Core Standards)을 학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만든
과제를 완료하는 것에 추가하여 자료와
연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생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태블릿을 통해
주간이든 야간이든 언제든지 SAGE
formative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이 새로운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 학생들은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SAGE
평가를 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SAGE
포털(www.sageportal.org)에서 이용 가능한
트레이닝 테스트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 문자와 그림 확대하여 보기
□ 읽기 문장 강조 표시
□ 객관식 질문용 선택안을 줄을 그어 지우기
□ 배경색 바꾸기
□ 검토할 문제들 표시하기
□ 텍스트 발음하기(text-to-speech) 기능 이용
■ 학생들은 또한 연습 시험(training test)을
이용하여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음성으로 시험 문제를 들을 수 있는
텍스트 발음하기(Text-to-speech) 기능도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GE 평가의 시험 문제들에는 객관식
문제 이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과학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쓰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평가합니다. 샘플 문제들을 미리
보시려면 www.sageportal.org/training-tests에서
연습시험을 쳐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봄의 시험 결과는 2014년 가을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가을부터는 SAGE
평가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학생
가족들은 SAGE 포털 사이트
www.sageportal.org에 있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Online Reporting System, ORS)을 통해
결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가족들은 ORS
성적보고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험을 친 각
과목별로 학생의 점수와 실력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