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2월 12일, 2021 

 
 

중요한 날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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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NACAC의 온라인 대학 박람회 - https://virtualcollegefairs.org/events 

3월 1일   Paul Mitchell의 직업 정보 세션, 아침 11:30  

3월 1일   해군 정보 세션, 오후 2시 - 참여하고싶으시다면, kastamper@fcps.edu로 이메일하세요  

3월 2일   11학년 파낼, 오후 7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3월 13일  청소년 취업 박람회 - 오후 2-5시 - https://www.fairfaxcounty.gov/springfield/teenjobfairs 

3월 15일  NOVA Pathway 워크, 아침 10시와 오후 2시 - 영어와 수학 배열 이해하기 - 링크는 곧 준비 됩니다. 

3월 19일   대학교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청서를 이날까지 접수하세요. - 정보와 신청서는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3월 20일  청소년 취업 박람회, 아침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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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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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2월 26일 까지 등록하십시오 
 

뉴스 & 정보  

West Point 등록에 관심있으십니까? Summer Leaders Experience (SLE)는 고등학생들위해 현재 육해 공군들과 

미래의 동료들이  West Point Cadet의  교육, 군대, 피트니스 구성들을 경험할수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West Point가 자신이랑 맞는지 이 일주일 기간동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온라인 West Point 투어는 여기에서 보세요. 

Coalition for College에서 대학교 찾기부터 재정 지원을 이해하는것 까지 여러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웨비나를 

학생들과 부모님게 주관을합니다. 등록과 더한 정보를 위해 여기로 가세요.  

 

http://www.alfredstre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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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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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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strong을 이메일 하십시오.  

 

일거리 기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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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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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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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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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까지 제출하세요  

● VHSL Colonel Charles E. Savedge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2월 18일까지 제출하세요 

● VHSL Vito E. Perriello Citizenship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3일까지 제출하세요 

● VHSL Allstate Achievement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3일까지 제출하세요 

● Granville P. Meade Scholarship – https://vastudentservices.smapply.org/ 통해서 3월 5일 까지 제출하세요  

● William J. Foreman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9일까지 제출하세요 

● Donna Sweeney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9일까지 제출하세요 

● Juwaan D. Espinal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11일까지 제출하세요 

● Courtney Charneco Scholarship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 Susan Thorpe Cestare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18일까지 제출하세요 

● JB Bierwirth Memorial Scholarship – Lion Clift Club한테 3월 19일까지 제출하세요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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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C’s Cancer Fighter Scholarship – 2월 15일 까지 제출하세요  

● VHSL Colonel Charles E. Savedge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2월 18일까지 제출하세요 

● Women’s Cyber Security Scholarship – 2월 22일 까지 제출하세요 

● American Chemical Society Scholars Program – 3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Microsoft Disability Scholarship – 3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National Press Club Scholarship for Journalism Diversity – 3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SEG Foundation Scholarship – 3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VHSL Vito E. Perriello Citizenship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3일까지 제출하세요 

● VHSL Allstate Achievement Award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3일까지 제출하세요 

● Amazon Black Employee Network Scholarship – 3월 4일 까지 제출하세요 

● Information Security Undergraduate Scholarship – 3월 8일 까지 제출하세요 

● Lockheed Martin Vocational Scholarship – 3월 11일 까지 제출하세요 

● Fairfax Alliance of Black School Educators (FABSE) Scholarship – 3월 12일 까지 제출하세요 

● Beyond the Burroughs National Scholarship Fund – 3월 15일 까지 제출하세요 

● Virginia Smiles Scholarship – Katie Higgins Memorial Scholarship – 3월 29일 까지 제출하세요 

● Asian American Government Executives Network (AAGEN) Scholarship – 4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Esperanza Education Fund Scholarship – 4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Lockheed Martin STEM Scholarship – 4월 1일 까지 제출하세요 

● Ashworth Grogram Scholarship Fund - $5,000 per year, renewable for up to 2 years, for full-time students at 

Northern VA Community College – 4월 2일 까지 제출하세요   

● Phi Beta Kappa High School Awards – 4월 10일 까지 제출하세요 

● The Rotary Club of Alexandria CTE Scholarship – 4월 23일 까지 제출하세요 

● USGIF Scholarship Program – 5월 16일 까지 제출하세요 

● Washington Korean Women’s Society Scholarship – 5월 25일 까지 제출하세요 

● Tribeca Capital Group Scholarship – 6월 15일 까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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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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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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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생물 의학 연구 실무 여름 이머전 프로그램 - 5월31일 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7월12-16일과 7월26-30일 아침 9시 부터 오후 3시 까지 -  

https://smhs.gwu.edu/biomedical-laboratory-sciences/programs/summer-immersion-program 

SciTech 2021년 여름 프로그램 - 2월7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7월21일-8월5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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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itech.technion.ac.il/ 

예비 대학 여름 이머전 프로그램 웨비나 - 이벤트 날짜 2월17일 2021년 5:30-6:30 -  

https://www.pace.edu/pre-college-immersion-program/webinars 

청소년 등록 견습 - 이벤트 날짜 2월22일 12-1시 -  https://bit.ly/3rcIRnZ 

E.L.I.T.E (Exemplifying Leadership in a Team Environment)  리더십 아카데미 - 3월1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3월 13, 20, 27일 4월 10, 17 & 24, 2021년 아침 10-12시 - https://www.latinasleadingtomorrow.org/ 

Reynolds 젊은 작가 워크숍 - 3월8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6월 20-27일 2021년 -  

https://reynolds.denison.edu/ 

예비 대학 여름 이머전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7월 11-23일, 2021년 -  

https://www.pace.edu/pre-college-immersion-program 

TERP 젊은 학자들 - 6월 1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7월 11-30일 2021년 아침 11시 부터 오후3시 까지 -  

https://oes.umd.edu/pre-college-programs/terp-young-scholar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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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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