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직업센터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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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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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2월 26일 까지 등록하십시오
4월 21일

이날까지 인과된 봉사 활동시간들을 X2VOL에 기록하세요

뉴스 & 정보
Common App에 수필 주제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2021-22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문제 해결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옵션은 감사와 친절 특히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인 영향에 대해 글을 쓰는 이점에 대한
연구에서 영감을받은 새로운 프롬프트로 대체 될 것입니다.
이번해의 입학주기를 위해 James Madison University에서 Common App을 합류를한다는 소식 알렸습나다.

이번 가을 입학 주기에는1,330 개 이상의 대학이 가을 입학주기 동안 ACT / SAT 선택적 시험 정책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선택 정책을 제공하는 학교의 최종 총합이 70 %에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https://www.fairtest.org/university/optional을 계속 확인하여 최신 목록과 입학 요건에 대한 대학 웹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기술/컴퓨터에 대한 질문이있으시다면, 1-833-921-3277으로 Parent Technology Help Desk를 연락하세요.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질문들을 대답해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FCPS에서 직접
학생, 부모와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을 할수있게 online portal을 마련했습니다. FCPS는 또한 8개의 언어로 가능한
부모 정보 전화 라인도있습니다, 여기로 FCPS에대한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자원 봉사 기회들 - FCPS는 학생들한테 이번 학년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봉사활동
예, 다른 지원 리소스들은 FCPS Service Learning Google Site에서 정보를 찾을수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해준 장학금 기회들은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 장학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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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ffrey J. Kaylor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

W. Harold Ford Foundation Scholarships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NEW:
●

Virginia PTA/PTSA Scholarships – 3월1일까지 제출하세요

●

Jeffrey J. Kaylor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

W. Harold Ford Foundation Scholarships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

Women in Technology – 3월31일까지 제출하세요

●
●

Northern Virgini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Scholarship – 4월2일까지 제출하세요
Ashworth Grogram Scholarship Fund - $5,000 per year, renewable for up to 2 years, for full-time students at
Northern VA Community College – 4월2일까지 제출하세요

●

New Dominion Section of National Council of Negro Women Scholarship – 4월9일까지 제출하세요

●

Federal Water Quality Association, Natl/ Capital Environmental Scholarship – 4월12일까지 제출하세요

●

AMVET Children and Grandchildren Scholarship – 4월30일까지 제출하세요

●

Iota Epsilon Sigma Book Scholarship – 4월30일까지 제출하세요

●

Providence Players of Fairfax Scholarship – 4월30일까지 제출하세요

●

Alpha Phi Alpha, Theta Rho Lambda Chapter Scholarship – 5월1일까지 제출하세요

●

Ashley R. Thompson Memorial Scholarship – 5월7일까지 제출하세요

●

The Crew Scholarship Fund – 5월15일까지 제출하세요

●

Review It Scholarship – 5월15일까지 제출하세요

●

Full Circle Scholarship – 5월31일까지 제출하세요

●

Traumatic Brain Injury (TBI) Survivor Scholarship – 6월15일까지 제출하세요

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UVA 건축 학교 온라인 기회들 - 이벤트 날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 https://www.arch.virginia.edu/apply/visit-us
European Universities Consortium (EUC) 북아메리카 투어 - 이벤트 날짜 오후 5-7시 3월2일 2021년과 저녁 8-10시
3월3일 2021년 - https://europeanuniversities.eu/contact-us/tour-schedule/
여고생 전용 STEM 밤과 우주 비행사 소집 - 이벤트 날짜 5-8시 3월4일 2021년 - https://www.usna.edu/STEM/
Knackathon - 이벤트 날짜 3월 15-19일 2021년 - https://knackathon.org/
Global Summer Learning Institute (GSLI) - 3월1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6월21일부터 7월9일까지 https://www.leadprogram.org/gsli
Real Estate Exchange Council (REEX) - 3월1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세션 1: 6월21일 -7월2일 2021년 세션 2: 7월1223일 - https://www.leadprogram.org/gsli
Inspiring Minds 세미나 - 3월5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오후 4-5:30 3월17일 2021년 https://ncat.az1.qualtrics.com/jfe/form/SV_6imYrytciMZhrQF
과학 여성들과 technology 날 - 3월5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아침 9:30 - 12시 3월19일 https://ncat.az1.qualtrics.com/jfe/form/SV_6imYrytciMZhrQF
젊은 과학자 & 과학 기술자 날 - 3월5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아침 10-1시 3월15일 https://ncat.az1.qualtrics.com/jfe/form/SV_6imYrytciMZhrQF

McLean 커뮤니티 센터 보드 멤버 - 3월12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6월 2021-2022년 https://www.mcleancenter.org/call-for-candidates
온라인 학교 방문 (UVA - 여성 공학회) - 4월9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4월24일 2021년 https://www.virginiaswe.org/copy-of-hsv
여름 리더 경험 - 4월15일 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세션 1: 5월29일 - 6월4일 2021년 세션 2: 6월 5-11일 2021년 https://www.westpoint.edu/admissions/summer-program
예비 대학 프로그램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이벤트 날짜 6월-7월 2021년 - https://www.bgsu.edu/precollege-programs/summer-academic-and-youth-programs/academic-summer-programs.html
온라인 봄 & 여름 농축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6월28일 -7월2일 2021년 또한 7월12-16일 2021년 - https://education.wm.edu/centers/cfge/precollegiate/sep/
건강 및 생물 의학 여름 캠프 - 이벤트 7월 26-28일 2021년 - https://www.lvc.edu/life-at-lvc/summer-communityprogramming/health-biomedical-sciences-camp/
학문적 연결 - 6월28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7월 5-30일 2021년 - https://academicconnections.ucsd.edu/
Principia Perspectives 글쓰기 대회 - 4월30일 마감 날짜 https://www.principiatutors.com/principia-perspectives-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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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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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