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3월 12일, 2021 

 
 

중요한 날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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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Gomez 이메일에  

링크있습니다 

3월 15일  NOVA 정보 세션 (비경로 학생들 위해서), 아침 10시 - 24시간 앞서서 여기에 등록하세요 

3월 15일  College Partnership Program (CPP) 미팅, 오후 2:30 - Google Classroom에서 링크를 찾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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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까지-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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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Building a Smart College List 워크숍, 저녁 8-9시 - 정보와 디테일들은 여기에서 보세요  

3월 24일  Paying for College (9-11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 저녁 7-8시 - https://collegeaccessfairfax.org/ 

3월 26일 3 분기 끝, 학생들은 2시간 일찍 학교가 끝납니다  

4월 12일  NOVA 신청 워크숍, 아침 11시 - 24시간 앞서서 여기에 등록하세요 

4월 12일 미국 공군 ROTC 프레젠테이션 , 오후 1-2 – 정보 위해 washingtondc2@afrotcadmissions.com로 

이메일 하세요 

4월 12일 해군 모집 정보 세션, 오후 2시 - 참여하고싶다면 kastamper@fcps.edu 이메일 하세요  

4월 13일  Paying for College 웨비나, 저녁 7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스페인어 번역도 가능합니다  

4월 19일  FCPS 10학년들을 위한 PSAT  

4월 21일  이날까지 인과된 봉사 활동시간들을 X2VOL에 기록하세요  

4월 24일  Academy Day 2021, 아침 10-12시 - 초대 받기원하시면 academy_noms@warner.senate.gov로 이메일 하세요  

 

뉴스 & 정보  

Inside Higher Ed에 따라, Common Application 으로 2월 15일 까지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에서 44%만 SAT와 ACT 

점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77% 더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데이터는 대학 입학에 현재 중요한 

트렌드와 영향에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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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Service Academies 와 ROTC 기회들에 대해 더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우리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미국 

공군에서 4월 12일에 ROTC 개관을 주최합니다 (19장 보세요), 상원의원 Warner의 Academy 날은 4월 24일에 

주최됩니다 (4장 보세요) 그리고 여름 세미나도 많습니다. 11학년 학생들, 등록 날짜들을 잘 주목하고있으세요. 

 

College Board에서 BigFuture Days를 시작합니다, 10학년과 11학년들이 많은 대학교 입학 담당관들과 현재 

대학생들을 연결을할수있는 온라인 대학 품평회입니다. BigFuture Days는 학생들이 대학교들와 연결을 만들어 

대학 계획 작업, 대학교 명부를  만들고, 신청 가능한 장학금을 찾기위한 여러가지 맞춤형경 정보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살고있거나 관심있는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위해 신청 할 수있습니다. 

cb.org/bigfutureday에서 더한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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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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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의 의미와 X2VOL에 제출하는 사용설명서에 대한 News You Choose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서 리뷰를 하세요. 12학년들은 4월 21일까지 봉사활동 시간들을 제출하세요.  

 

일거리 기회들 

High Sierra 수영장에서 여름 수영장 구조원을 찾고있습니다. 좋은 월급, 커뮤니티를 돕고, 친구들이랑 일할수있고 

추천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있습니다! HSP 직원들에게는 50% 할인에 대한 수영장 구조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한 정보를 위해서 www.highsierrapools.com로 가거나 vmoles@highsierrapools.com Victoria Moles한테 

이메일하세요.   

 

Chantilly에 있는 Wegmans에서 Grocery Shoppers, Food Service 직원과, Dairy Stockers 같은 여러가지에 근무를 위해 

18살 이상인 학생들을 찾습니다. 더한 정보를 위해 여기로 가세요.  

 

현재 장학금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해준 장학금 기회들은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 장학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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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y Rondeau Scholarship Award – touchdown.cvhs@gmail.com 한테 3월 16일까지 제출하세요 

● Susan Thorpe Cestare Memorial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18일까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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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 Bierwirth Memorial Scholarship – Clifton Lions Club한테 3월 19일까지 제출하세요 

● CVHS Athletic Boosters Scholarship Awards – kastamper@fcps.edu한테 3월 22일까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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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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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HS PTSA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7일까지 제출하세요 

 
NEW:  

● Arlington VA Chapter of the Links, Inc. Scholarship – 3월 31일 까지  

● National Press Club Scholarship for Journalism Diversity - 날짜는 4월 15일까지 연장 됐습니다  

● Alfred Street Baptist Church Foundation – 4월 30일 까지  

● Jack and Jill of America -Fran Robinson Memorial – Reston Chapter – 4월 30일 까지  

● Jack and Jill – Reston Chapter – Sybil Caldwell Education Scholarship  - 4월 30일 까지  

● Virginia EL Supervisors Association Scholarship – 4월 30일 까지  

● Growth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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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사이버 보안 인턴십 - 이벤트 날짜 3월 29일 - 4월 2일,2021년 매일 아시 부터 3시 - 

https://www.experience.education/cybersecurity-virtual-externship/ 

GW BLS 부서 온라인 오픈 하우스 - 이벤트 날짜 4월 20일 2021년 저녁 7-9시 - 

https://www.evite.com/event/037E4MEEZU5SNAJGCEPLOVBD5W25RQ/rsvp?utm_campaign=send_sharable_link&utm_

medium=sharable_invite&utm_source=evitelink 

School Board 학생 대표 - 5월 1일 2021년 까지 - 이벤트 날짜 4월 26일 2021년과 2021-2022 학년 - 

https://www.fcps.edu/blog/application-2021-student-representative-school-

board?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미니 PhD 프로그램 - 5월 1일까지 - 이벤트 날짜 토요일 오후 1-3시 6월 19일 - 8월 7일 2021년 - 

https://www.emerginginvestigators.org/mpp 

여름 고등학교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7월 7-21일 2021년 - https://www.ucd.ie/global/study-at-ucd/studyatucd-

unitedstatesofamericausa/summerprogrammes/summerhighschoolprogram/ 

국제 연구소 여름 연구 기회 - 이벤트 날짜 2021년 여름 - https://iri-nc.org/ 

예비 대학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5-8월 2021년 - https://enrollment.rochester.edu/pre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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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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