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년 주 표제 III 자문 위원회 채용 안내 

 
주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에서 2020-21년 주 ESEA 표제 
III 자문 위원회(2020 State ESEA Title III Advisory Committee) 봉사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들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ESEA) 표제 III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유창성을 획득하고 높은 학업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충족하는 동일한 수준의 주 학업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제 III은 각 주 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표제 III 주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지역 교육 기관(LEA), 교사, 표제 III 프로그램 행정관, 영어 학습자의 학부모 및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것과 더불어, 주 표제 III 자문 위원회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위한 ESEA의 표제 III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OSSE를 지원하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OSSE는 다음으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학교 및 LEA 행정관  
• 교사 
• 학부모/후견인 

•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자  
• 지역사회 기관의 기타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도 다시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목표 
• 특별구 내 이민자 학생을 포함해 영어 학습자인 아동의 강점과 가장 현저한 필요 및 우려를 
파악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표제 III 관련 정책, 지침 및 기술 지원에서 강점과 간극을 분석합니다.  
• 이민자 아동과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유창성을 획득하고 주 학업 성취 표준을 충족하도록 함에 
있어 LEA를 지원하기 위해 OSSE의 교육 프로그램, 행정 및 책임성 지침 개발에 기여합니다.  
 

책임 
• 예정된 회의 5번 중 최소 4번 참석합니다.  
• 필요할 경우, 최대 3회의 추가 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합니다. 
• 위원회에서 배정하는 대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 최소 회의 3일 전에 제공되는 경우, 읽기 자료를 미리 검토합니다.  
 
2020년 회의 일정   

1. 2020년 10월 15일 (목), 오후 3시 
30분~5시  

2. 2020년 12월 3일 (목), 오후 3시 
30분~5시 

3. 2021년 1월 28일 (목), 오후 3시 
30분~5시 

4. 2021년 3월 18일 (목), 오후 3시 
30분~5시 

5. 2021년 5월 13일 (목), 오후 3시 
30분~5시 

 
장소 
가상 회의 또는 OSSE – 1050 First St. NE, First Floor, Washington, D.C. 20002.   
 
2020년 9월 18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r/2020-
21STACApplication. 지원자에게는 2020년 10월 2일 금요일까지 알림이 전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어 학습자 지원팀(English Learner Supports) 매니저 Jennifer Norton에게 
Jennifer.Norton@dc.gov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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