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4월 9일, 2021

중요한 날짜들
4월 12일 11학년 프레젠테이션, 아침 9:30 - BBCU에서 카운셀러랑 만나기
4월 12일 NOVA 신청 워크숍, 아침 11시 - 24시간 앞서서여기에등록하세요
4월 12일 미국 공군 ROTC프레젠테이션 , 오후 1-2 – 정보 위해 washingtondc2@afrotcadmissions.com로

이메일 하세요
4월 12일 해군 모집 정보 세션, 오후 2시 - 참여하고싶다면 kastamper@fcps.edu이메일 하세요
4월 12일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성인과 커뮤니티 교육 BBCU 세션, 오후 1-2시 -수력 된 무역, 도제살이,

사업과 정보 기술과, 건강/의료 분야에 대한 세미나
4월 13일 Paying for College 웹이나, 저녁 7시 -여기에서등록 하세요.스페인어 통역 가능합니다.
4월 17일 여자국회의원 Wexton의 VA-10 Academy Day, 아침 10-12시 -

www.facebook.com/CongresswomanWexton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이벤트에참여하거나
Anthony.barnes@mail.house.gov로 이메일 하세요

4월 19일 FCPS 10학년들을 위한 PSAT
4월 19-22일 NOVA의 의료 교육 캠퍼스 온라인 오픈 하우스 주간, 매일 오후 5:30-7시 - https://bit.ly/2Q6D6uM,

더한 정보를 위해서 chouse@nvcc.edu를 이메일 하세요
4월 21일 이날까지 인과된봉사 활동시간들을 X2VOL에 기록하세요
4월 24일 상원의원 Warner의 Academy Day 2021, 아침 10-12시 - academy_noms@warner.senate.gov이메일

하세요
5월 3일 군대에 입대할 12학년들은 Senior Awards 세리모니에 인정받고싶으면이날까지

kastamper@fcps.edu이메일하세요

뉴스 & 정보

자원 봉사 기회들 - FCPS는 학생들한테 이번 학년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봉사활동
예, 다른 지원 리소스들은 FCPS Service Learning Google Site에서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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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fax County Park Authority 에서 400개 이상의 여름직업 직원들을찾습니다.수영장 구조원, 고원 수행원, 캠프
카운셀러, 골프 직원 등 포함합니다! Jobs at the Park Authority에서더한 정보를 찾거나
FCPAJOBS@Fairfaxcounty.gov이메일 하세요

Chick-fil-a에서 Chantilly Air and Space (3454 Historic Sully Way) 위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경제적인 월급, 대학
장학금과 좋은 업무 환경. 정보와 등록은 www.cfa-jobs.com에서 찾을수있습니다.

Reston Association에서 수영장 구조원, 수족관과 캠프 카운셀러를 할 학생들을구합니다.
https://careers.reston.org에서 직업 신청서를 보세요

Splashdown Waterpark에서 여름에 일할 수영장 구조원을 찾습니다. 수영 테스트를받을수있게
www.swimtest.pwcparksjobs.com에서 등록하고 인터뷰하고나서 자리를 얻을수있습니다!따른 여름 알바

https://vccs.zoom.us/meeting/register/tZUqce6qrzkiHNyuR9KynvjaAPn2yte1EQjx
https://afrotc.zoomgov.com/meeting/register/vJIsfumgqzksEo76IspTajjqQCyIx7bzLOw
mailto:washingtondc2@afrotcadmissions.com
mailto:kastamper@fcps.edu
https://us.bbcollab.com/collab/ui/session/guest/0916be7b6c5b47cdb16943bc63cebda3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zuJPpt75Y_02JuWPoFuPjZ7yPMwbgvngGGZ1FnCUm0zQoQ/viewform
https://wexton.house.gov/services/military-academy-nominations.htm
http://www.facebook.com/CongresswomanWexton
mailto:Anthony.barnes@mail.house.gov
https://bit.ly/2Q6D6uM
mailto:chouse@nvcc.edu
https://www.fcps.edu/activities/service-learning
mailto:academy_noms@warner.senate.gov
mailto:kastamper@fcps.edu
https://sites.google.com/fcpsschools.net/work-basedlearning/career-exploration/service-learning?authuser=1
https://centrevillehs.fcps.edu/student-life-activities/service-learning
mailto:FCPAJOBS@Fairfaxcounty.gov
http://www.cfa-jobs.com
https://careers.reston.org
http://www.swimtest.pwcparksjobs.com


기회들을 (캠프 카운셀러, 등등) 위해 www.pwcparksjobs.com로 가세요. 질문은 awenrich@pwcgov.org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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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장학금들:
● Wildcat Band Booster Scholarship – open to all grade levels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16일까지
제출하세요

● Emily & Fred Ruffing ACCA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Laura Ashley Piper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Vulcan Materials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NEW:
● EMBODI Scholarship –  4월 20일까지 제출하세요
● Emily & Fred Ruffing ACCA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Laura Ashley Piper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Vulcan Materials Scholarship – kastamper@fcps.edu한테 4월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Jack and Jill of America/Elizabeth Houston Scholarship Burke-FFX Scholarship – deadline April 30, 2021
● Pink Rocki Advocacy Foundation Scholarship – deadline April 30, 2021
● Debra Deneise Smith Foundation Scholarship - deadline May 1, 2021
● Washington Korean Women’s Society Scholarship – deadline May 25, 2021
● Joan and Gene Hartman Scholarship – deadline June 30, 2021
● Equinix Digital Infrastructure Scholarship for graduating high school seniors interested in entering the NOVA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 Equinix will support five students to come to NOVA with scholarships of $5,000
each.  Deadline is April 30, 2021.  Questions may be directed to dshell@nvcc.edu
NOVA Launches Digital Infrastructure Scholarship Program with Equinix for Students - Northern Virginia
Community College (nvcc.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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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Longwood Spring 방문 - 이벤트 날짜 3-4월 2021년 - http://www.longwood.edu/admissions/visit/

온라인 직업 탐험 품평회 - 이벤트 날짜 4월 19일 2021년 -

https://www.fcps.edu/news/high-school-students-invited-virtual-career-exploration-fair

사회적 영향 친교 - 3월 31일 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6월 6일 - 9월 12일 2021년 -

https://www.closethegapfoundation.org/spark

VetCAMP 2021년 - 4월 9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6월 28일 - 7월 1일 또한 7월 1-9일 2021년 -

https://cals.ncsu.edu/vetpac/vetcamp/

청소년 보전 캠프 - 4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 이벤트 날짜 7월 12-16일 2021년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slMMeSUlKSsGmg2FY_aID0uPAxMH60-N2-w-9Y4G8n7ZLFA/viewform

하버드 미니 PhD 프로그램 - 적임있는 8-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공짜입니다:

http://www.pwcparksjobs.com
mailto:awenrich@pwcgov.org
https://www.fcps.edu/naviance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mailto:kastamper@fcps.edu
https://www.cognitoforms.com/PinkRockiAdvocacyFoundation1/_1stAnnualPinkRockiAdvocacyFoundationScholarshipProgram
https://www.debradsmithfoundation.org/
mailto:dshell@nvcc.edu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vcc.edu%2Fnews%2Fpress-releases%2F2021%2FEquinix-scholarship.html&data=04%7C01%7Cncinboden%40nvcc.edu%7Cce82f8f68bbd43176cac08d8ef8a07ef%7C9f05c0e4988c48288359193b3485e731%7C0%7C0%7C637522723401351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2Fj4oKBpSPsgV7iAqnvlKTdFWvokO8YH6l617qJ9s0A%3D&reserved=0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vcc.edu%2Fnews%2Fpress-releases%2F2021%2FEquinix-scholarship.html&data=04%7C01%7Cncinboden%40nvcc.edu%7Cce82f8f68bbd43176cac08d8ef8a07ef%7C9f05c0e4988c48288359193b3485e731%7C0%7C0%7C637522723401351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2Fj4oKBpSPsgV7iAqnvlKTdFWvokO8YH6l617qJ9s0A%3D&reserved=0
https://www.fcps.edu/naviance
http://www.longwood.edu/admissions/visit/
https://www.fcps.edu/news/high-school-students-invited-virtual-career-exploration-fair
https://www.closethegapfoundation.org/spark
https://cals.ncsu.edu/vetpac/vetcamp/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slMMeSUlKSsGmg2FY_aID0uPAxMH60-N2-w-9Y4G8n7ZLFA/viewform


● 과학에서 인하위상 인종적 또는 민족 그룹에서 왔거나

● 가족에서 대학을 처음 가는 사람

● Title 1인 학교 다니거나 경제적으로 단점인 배경에서 왔거나

더한 정보를 위해서 https://www.emerginginvestigators.org/mpp로 가세요.

FCPS 아닌 조직에서 제공하는 기회와 장학금들은 페어팩스 학교 보드, 감독자, 아니면 이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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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들에사용할수있는

기술 플랫폼들을 쓰시기 전에 가족들은 서비스 약관, 사용 동의서를 검토와 동의한 후에 쓰시길바랍니다.

https://www.emerginginvestigators.org/m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