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직업센터
1월 29일, 2021

중요한 날짜들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1 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하세요
2월 9일
2월 20일
2월 22일
2월 22일

대학교 101: 장애있는 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아침 10-11:30 - 등록
FAFSA에 Line by Line 강습회, 아침 10시 - https://forms.gle/HqseoMZ3sN5UGfpx8
NACAC 온라인 대학 박람회, 1-7시 - https://www.nacacfairs.org/attend/attend-virtual-college-fairs/
Jocelyn Hanly 상담사에 NOVA 신청서 워크숍, 아침 10시 - 등록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대원 정보 회의, 아침 10시 - zoom link 비밀번호 504229
11학년 학업 상담 모임 아침10시 -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카운슬러 이메일 보세요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오후 1시 - zoom link 비밀번호 966887
해군 모집 정보 회의, 오후 2시 - 미팅에 참여하고 싶다면 kastamper@fcps.edu에 이메일
gap year 박람회, 오후 6-8 - 등록
알프레드 스트릿 교회 HBCU 축제, 아침 8-3:30pm - 등록
Jocelyn Hanly 상담사에 NOVA 전공 워크숍, 아침 10시 - 등록
HBCU 대학 박람회, 아침 9-3:30 - https://sites.google.com/fcpsschools.net/ehshbcu2021/home

뉴스 & 정보
중학교 8학년 부터 11학년 위해서 College Partnership Program (CPP)이 신청서를 지금 받습니다
(www.tinyurl.com/CPPApp2021). CPP에 목적은 1세대와 전통적으로 과소 대표된 학생들에 대학 등록과 성공률
늘리는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개요와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여기에 CPP 대해서 읽으세요. 모든
학생들이 3월 19일 까지 등록하는것을 환영합니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센터빌 선생님들 Ms. Chace
(alchace@fcps.edu), Mrs. Koo (atkoo@fpcs.edu), Mrs. Stamper (kastamper@fcps.edu) 아니면 Mrs. Warren
(sawarren@fcps.edu) 을 이메일 하십시오.
3월 2일 7시에 11학년 판넬이 있으니 시간을 비워두세요! Virginia Tech, NOVA, Delaware, 와 ODU 대학 대표들도
참여합니다.
군대 입대에 관심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Region 4 ASVAB를 3월 22일에 West Springfield 고등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등록, 시간, 버스 수송에 대한 정보를 위해 계속 지켜보십시오.
해군 원자력 지역 대표가 고등학생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2월 1일에 제공합니다. 핵화학, 핵 물리학, 기본
원자로 연산과 해군원자력 프로그램에 묘사들 포함합니다. 곧 zoom link을 마련됩니다.
NCAA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최신 정보: NCAA 센터에서 고등학교 카운슬러 가이드랑 등록 체크리스트를 새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원 봉사 기회들 - FCPS으는 학생들한테 이번 학년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봉사활동 예, 다른 지원 리소스들은 FCPS Service Learning Google Site에서 정보를 찾을수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봉사활동 기회들: https://www.sashabruce.org/about-us/volunteer/

일거리 기회들
JK Moving Services가 짐 싸고 짐 옮길 여름 직원들을 찾습니다. 18세 이상, 풀 타임, 파트 타임, 주말 선택 가능,
오버타임 옵션가능. $14/시간당 그리고 팁. 여기에서 등록 하세요. 문자 703-936-8802 또는 전화 703-574-6713
Fairfax County Park Authority에서 여름 직원들을 찾습니다. 15세 이상. 훈련은 제공됩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캐쉬어 $10.40/ 시간당, 공원 수행원 $9.40/시간당. Rec-Pac 썸머 캠프에서도 카운슬러와 디렉터들을 찾습니다.
18이상, $11.49/시간당.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여기로 가거나 FCPAJOBS@fairfaxcounty.gov 이메일하세요.
Teen Job Fair: 매년 Springfield District에서 개요와 경력 구축에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직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해에는 온라인으로 3월 13일 2-5시, 3월 20일 11-2시에 참여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여기로
가세요.

현재 장학금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해준 장학금 기회들은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 장학금들:
● Northern Virginia Athletic Directors, Administrators, and Coaches Association (NVADACA) –
http://www.nvadaca.org/scholarship-applications/ - kastamper@fcps.edu한테 2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 Michell Merhige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2월18일 까지 제출하세요
● William J. Foreman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9일 까지 제출하세요
● Donna Sweeney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9일 까지 제출하세요
● Juwaan D. Espinal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11일 까지 제출하세요
● Courtney Charneco Scholarship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15일 까지 제출하세요
● JB Bierwirth Memorial Scholarship – Clifton Lion Clubs한테 3월19일 까지 제출하세요
NEW:
●
●
●
●
●
●
●
●
●
●
●
●
●
●

AMS Freshman Undergraduate Scholarship – 2월5일 까지 제출하세요
AMS Minority Scholarship – 2월17일 까지 제출하세요
Virginia Latino Higher Education Network (VALHEN) – 연장된 제출기간은 2월 12일 까지 입니다
Gladys Carol Scholarship – 3월31일 까지 제출하세요
AMS Opportunity Scholarship Fund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Bentley Family Scholarship Fund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Booz Allen Hamilton Vision Scholarship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Charles Homer Barton Memorial Scholarship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Elizabeth Coury Scholarship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Rose Koury Scholarship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Vince International Scholarship - 4월2일 까지 제출하세요
Alpha Phi Alpha, Xi Alpha Lambda Chapter Ira Dorsey Scholarship – 5월1일 까지 제출하세요
Triple-Impact Competitor Scholarship Program – 5월31일 까지 제출하세요
Michael E Weintraub Esq Grant – 10월1일 까지 제출하세요

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수의학 경력 탐사 - 날짜 1월30일 아침 10-12시 - https://www.humanerescuealliance.org/virtual-student-programs
Crimson 저널리즘 정상 회담 - 날짜 3월27 & 28일 - https://www.cjs.thecrimson.com/

썸머 세션 - 세션 1: 7월21일 세션 2: 8월6일 12-6:30 - https://summer.uchicago.edu/
여름 저널리즘 학원 - 7월1일 까지 등록하세요 - 날짜 7월26일 - 8월6일 오후 12-6:30 https://www.sja.thecrimson.com
FCPS 아닌 조직에서 제공하는 기회와 장학금들은 페어팩스 학교 보드, 감독자, 아니면 이 학교에서 후원을 받거나승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떤 기회들은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제공하지 않은 기술도구들을
쓸수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FCPS아닌 활동들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들에사용할수있는
기술 플랫폼들을 쓰시기 전에 가족들은 서비스 약관, 사용 동의서를 검토와 동의한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