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2월 5일, 2021 

 
 

중요한 날짜들  

2월 8일   CPP 미팅, 오후 1:30 - google classroom  

2월 9일   gap year 박람회, 오후 6-8 - 등록   

2월 20일  알프레드 스트릿 교회 HBCU 축제, 아침 8-3:30pm - 등록  

2월 22일  Jocelyn Hanly 상담사의 NOVA 전공 워크숍, 아침 10시 - 등록 

2월 22일  Monica Gomez 카운슬러의 NOVA 재정 계획 워크샵, 아침 10시 - 링크는 곧 준비됩니다 

2월 22일  HBCU 대학 박람회, 아침 9-3:30 - https://sites.google.com/fcpsschools.net/ehshbcu2021/home 

3월 2일  11학년 파낼, 오후 7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3월 19일  이날까지 대학교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청서 내세요 - 정보와 신청서는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here 

3월22일  군대에 입대할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ASVAB, West Springfield 고등학교 아침 9시 - 이 Google form  

                             통해서  2월 26일 까지 등록하십시오.  

 

뉴스 & 정보  

UVA에서 선택적 테스트 정책을 2년을 더 늘립니다: https://news.virginia.edu/content/uva-extends-test-optional-

admissions-two-years.  

 

Radford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들을 포함하는 15개의 온라인 모의 수업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학 

및 예비 학생들은 여기에서 프로그램과 등록에 대한 정보를 읽으세요.  

 

NOVA에 갈 계획있는 12학년들 에게 - 2.1.21 NOVA Application Session presented to Centreville HS 이 링크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NOVA 신청서 워크숍에 녹음 및 오디오 대본입니다. 등록 과정, 전공 탐험, 등등에 대한 온라인 

zoom 미팅에 참여하고싶으시다면, 학생들은 NOVA 첫해 입학 사이트 방문을 하십시오: www.nvcc.edu/first-year-

admission. 질문있으시다면, NOVA 카운슬러, Jocelyn Hanly를 이메일 하세요: jhanly@nvcc.edu 

 

흑인 역사의 달을 축하하는 의미에, College Place에서 HBCU 온라인 대학 투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월 한달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6:30에 30개의 역사적인 흑인 대학들에 특집이있겠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25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받을수있는 추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달 동안 미팅에 참여하는 개수만큼  추첨에 이름을 더 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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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이 전단을 보거나 tbrown@ecmc.org에 이메일 하십시오. 모든 미팅은 이 

링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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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봉사 기회들 - FCPS는 학생들한테 이번 학년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봉사활동 

예, 다른 지원 리소스들은 FCPS Service Learning Google Site에서 정보를 찾을수있습니다.  

 

12학년 학생들, FCPS가 이번에 봉사활동 시간들에 제출  날짜를 공유했습니다. Civics cord을 받고싶으면 학생들은 

최소한 40시간에 봉사활동이 필요하고, civics seal을 받고싶은 학생들은 최소한 50시간이 필요합니다. 2021에 

졸업할 반은 4월 21일 까지모든 시간들을 제출해야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로 laarmstrong@fcps.edu Mrs. 

Armstrong을 이메일 하십시오.  

 

일거리 기회들 

Autobell Car Wash에서 겨울에 일할 16살 이상인 학생 알바생들을 구합니다. 유연한 시간, 경쟁력있는 급료, 대학 

장학금, no 야근과, 매주 공짜 세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autobell.com/jobs 에서 신청하세요.   

 

MITRE’s Emerging Technologies Division에서 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 기계 러닝,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로봇공학, 

사이버보, 블록 체인, 데이터 분석, 원격 탐사, GPS 및 우주 시스템, 건강 과학/생물 공학, 첨단 전자 및 나노 기술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조사자에 역할을 하는 두개의 여름 직업 기회들이있습니다. 학생들은 6월21일 부터 

8월13일 까지 풀타임 (일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할수있어야합니다. 아래 링크로 2월 15일 까지 등록하십시오.  

 

Technical Aide - 고등학교 여름 직업 - 현재 9학년과 10학년 - 

https://mitre.wd5.myworkdayjobs.com/en-US/MITRE/job/McLean-VA/Technical-Aide---Summer-Early-High-School--

McLean-_R101468 

Technical Aide - 여름 신흥 기술 직업 - 현재 11학년 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 

https://mitre.wd5.myworkdayjobs.com/en-US/MITRE/job/McLean-VA/Technical-Aide---Summer--McLean-_R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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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학금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해준 장학금 기회들은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 장학금들: 

● Michell Merhige Scholarship -kastamper@fcps.edu한테 2월18일 까지 제출하세요  

● Granville P. Meade Scholarship – 여기로  https://vastudentservices.smapply.org/ 3월5일까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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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san Thorpe Cestare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18일 까지 제출하세요  

● JB Bierwirth Memorial Scholarship – Clifton Lion Clubs한테 3월19일 까지 제출하세요  

 
NEW:  

● Future of STEM Scholars Initiative (FOSSI) Scholarship – 2월15일 까지 제출하세요 

● Barber Family Foundation Scholarship – 2월20일 까지 제출하세요 

● Coolidge Scholarship – 연장된 제출기간은 2월 24일 까지 입니다 

● STEM Scholarships – 3월3일 까지 제출하세요 

● VBA Bank Day Scholarship Program - 3월5일 까지 제출하세요 

● Granville P. Meade Scholarship – 3월5일 까지 제출하세요 

● Bridging the Dream – 3월8일 까지 제출하세요 

● Delta Sigma Theta Sorority, Inc. – Northern Virginia Alumnae Chapter Scholarship – 3월12일 까지 제출하세요 

● Susan Thorpe Cestare Memorial Scholarship – 3월18일 까지 제출하세요 

● Peter Williams Memorial Scholarship – 3월31일 까지 제출하세요 

●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Scholarship Arlington-Fairfax Chapter, Inc. – 4월1일 까지 제출하세요 

● Pell-Dane Scholarship – 4월1일 까지 제출하세요 

● NVTC Foundation Kilberg Scholarship – 4월9일 까지 제출하세요 

● Andrews Federal Credit Union College Scholarship – 4월16일 까지 제출하세요 

● Huth Scholarship – 6월1일 까지 제출하세요 

대회들:  

● Fairfax county alumnae chapter Delta Sigma Theta Sorority, Inc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리와인드 Moments, 

Movements, and Monuments  대회 또는 6주년 시 & 작문 대회  

https://www.fcacdst.org/creative-writing-contest 

● AA  Success에서 주관하는 YouthCon 장학금: https://youthcon.aasuccess.org/  

 

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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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C 온라인 대학 박람회 - 이벤트 날짜들 2월28일 2021년, 3월7일, 16일, 21일, 4월 10일, 20일, 5월 2일 2021년 - 

https://virtualcollegefairs.org/events 

미래의 과학 여성들 - 라이브 질문과 답변 시간 - 4-5시 2월11일 2021년 - 

http://www.perimeterinstitute.ca/outreach/students/programs/inspiring-future-women-science#IFWIS 

온라인 교육 박람회 - 2월11일 2021년 3-9시 -  

https://www.studyandgoabroad.com/virtual-education-fair/ 

고등학교 교육 날 - 등록은 2월 10일 까지 - 2월26일 2021년 10-2시 - 

https://www.eventbrite.com/e/2021-ciaa-high-school-education-day-other-areas-registration-133378736391 

십대 취업 박람회 - 이벤트 날짜 2-5시 3월13일 2021년 부터 11-2시 3월20일 2021년 까지 -  

https://www.fairfaxcounty.gov/springfield/teenjobfairs 

수송: 미래를 향한 당신에 운전 - 4월22일 2021년 9-1시 -  

http://www.virginiadot.org/novacareerfair/ 

여름 뉴욕 이머전 (일주일) - 2월11일 등록하세요- 이벤트 날짜 8월9-13일 2021년 -  

https://precollege.sps.columbia.edu/highschool/online/courses/1-week 

여름 뉴욕 이머전 (3주) - 2월11일 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6월28일-7월16일 2021년 또는 7월20일-8월6일 2021년 - 

https://precollege.sps.columbia.edu/highschool/online/courses/3-week 

경로 비행 아카데미 - 2월28일 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6월21일 2021년 - 7월2일 2021년, 7월5-16일 2021년 -  

https://vsgc.odu.edu/pathwaysflightacademies/ 

Society of American Military Engineers (SAME) - 군대, 해병대, 공군대 캠프 - 3월15일까지 등록하세요 - 몇 개의 

이벤트 날짜 - https://www.same.org/stemcamps 

9학년과 10학년 을 위한 BLAST 여름 프로그램 - 2월8일 까지 등록하세요 -  https://vsgc.odu.edu/blast/ - 참여 하는 

학생들은 파트너 대학교들: ODU, Virginia Tech, 또는 UVA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STEM에 관련된 활동과 채험들에 

열중할수있습니다. 

Virginia Tech에 흑인 남성 예비 대학 프로그램 - 2월27일 아침 10시-4시 - 여기에서 등록과 정보에 대해서 읽으세요  

버지니아 여자 스테이트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6월 20-26일 2021년 - https://www.vagirlsstate.org/ - 관심있는 

11학년 학생들은 정보와 신청서를 위해  jno@fcps.edu로 이메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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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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