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직업센터
2월 26일, 2021

중요한 날짜들
2월 26일

이날 까지 ASVAB 등록하세요 - 군대 입대할 12학년들 위해 보유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NACAC의 온라인 대학 박람회 - https://virtualcollegefairs.org/events

3월 1일

9학년 카운셀러와 학업 상담, 아침 10시 - 더한 정보위해 이메일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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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NACAC STEM 대학 박람회,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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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NACAC Performing & Visual Arts 대학 박람회, 오후 4시 - 8시

3월 19일

대학교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청서를 이날까지 접수하세요. - 정보와 신청서는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3월 20일

청소년 취업 박람회, 아침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https://www.fairfaxcounty.gov/springfield/teenjobfairs

3월 21일

NACAC 온라인 대학 박람회, 1-7시
3월 22일

군대에 입대할 12학년 들을 위한 ASVAB, West Springfield HS에 아침 9시

3월 26일

3 분기 끝, 학생들은 2시간 일찍 학교가 끝납니다

4월 12일

미국 공군 ROTC 프레젠테이션 , 오후 1-2 – 정보 위해

washingtondc2@afrotcadmissions.com로 이메일 하세요
4월 21일

이날까지 인과된 봉사 활동시간들을 X2VOL에 기록하세요

뉴스 & 정보
상원의원 Mark Warner가 고등학생, 중학생, 부모님과 하교 카운셀러를 4월 24일 10시 부터 12시까지 온라인
Academy Day 2021 초대를합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서비스 아카데미에 개관과 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게될수있습니다. 다섯 개의 아카데미에서 들을수있고 Department of Defense Medical Examination Review Board,
University of Virginia ROTC 프로그램들, Virginia Tech Corps of Cadets, Virginia Military Institute과 Mary Baldwin
대학교에 있는 Virginia Women’s Institute for Leadership에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수있습니다. 의회 사무실

대표들이 의회 지명의 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등록 링크와 초대장을 받으려면,
academy_noms@warner.senate.gov로 이메일 하세요
10학년과 11학년들은 오후 8-9시 3월 23일에 Building a Smart College List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Coalition for
College에서 후원을 받았으며, 학생과 부모님들은 시간 맞춰 졸업과 부채가 적거나 없을수있는 대학을 찾는것을
배웁니다. 디테일과 등록은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College Access Fairfax에서 3월달에 온라인 워크숍을 주최를합니다. 정보와 등록은 https://collegeaccessfairfax.org/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3월 10일 오후 7-8시 - Understanding Financial Aid Award Letter 와 3월 24일 오후 7-8시 현재 9, 10, 11학년과 부모님들을 위한 Paying for College

자원 봉사 기회들 - FCPS는 학생들한테 이번 학년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봉사활동
예, 다른 지원 리소스들은 FCPS Service Learning Google Site에서 정보를 찾을수있습니다.
2021년에 세상을 더 친절한 세상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Kindness Cloud Foundation에서 웹사이트, 뉴스 미디어와
온라인 출판에 촉진 시킬 친절 캠페인을 만들 학생들을 찾고있습니다. 친절 캠페인은 친절의 파급 효과를
장려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따라할수있는 롤 모델이됩니다. 공짜 자원과 부서들을
www.kindnessCloud.org/ideas에 찾을수있습니다. 친절 캠페인을 완성 됐을 때 증명서를 info@KindnessCloud.org로
이메일해서 보내주시거나 소셜 미디아에 @theKindnessCloud를 태그를 하세요. 증명서는 영상, 이야기, 또한 다른
자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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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츠하이머 인식 대학 장학금 수필 대회 - 날짜는 3월1일까지 연장 됐습니다

●

Future of STEM Scholars Initiative (FOSSI) Scholarship - 날짜는 3월1일까지 연장 됐습니다

●

The ASUS, Inc. Scholarship Program - 날짜 3월16일 2021년 까지

●

Blacks at Microsoft (BAM) Scholarship - 날짜 3월31일 2021년 까지

●

George Angulo Scholarship - 날짜 3월31일 2021년 까지

●

Harris Goodall Squires Memorial Scholarship - 날짜 4월15일 2021년 까지

●

Colonel Charles Young Memorial Scholarship - 날짜 4월24일 2021년까지

●

VYS College Scholarship - 날짜 4월30일 2021년 까지

●

Christopher Veale Scholarship - 날짜 6월1일 2021년까지

●

First Responder Scholarship - 날짜 6월15일 2021년 까지

●

PTSD Scholarship - 날짜 7월1일 2021년 까지

●

Allied Van Lines Scholarship - 날짜 12월15일 2021년 까지

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Claremont 대학교 온라인 리셉션: 5C 학생 파넬 - 이벤트 날짜 3월 20일, 2021년 아침 11시 부터 12시 까지 https://connect.cmc.edu/register/?id=d6e5e1b3-b810-4938-8a22-6a98b3c060a7
Blake 간호사 - 이벤트 날짜 3월 24일 저녁 7-7:45 - https://career.novastem.us/register
Big Future Dates - 이벤트 날짜 3월 7 & 30일, 4월 18 & 19일, 2021년 - https://pages.collegeboard.org/big-future-days
공군 ROTC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4월 12일, 2021년 오후 1시 https://afrotc.zoomgov.com/meeting/register/vJIsfumgqzksEo76IspTajjqQCyIx7bzLOw
NOVA Fab Lab 디자인 챌린지 - 기한 날짜 4월 15일, 2021년 - https://www.nvcc.edu/systemic/fablab.html
히스패닉 대학 학회 - 4월 4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7월 15-17일, 2021년 - https://www.valhen.org/programs
Latinx 리더십 아케더미 - 4월 4일까지 등록, 2021년 - 이벤트 날짜 7월 22-24일, 2021년 - https://www.valhen.org/lla
여름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7월 2021년 - https://www.gettysburg.edu/offices/conference-event-services/summer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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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