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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2021 

 
 

중요한 날짜들  

4월 17일 여자국회의원 Wexton의 VA-10 Academy Day, 아침 10-12시 - 

www.facebook.com/CongresswomanWexton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Anthony.barnes@mail.house.gov로 이메일 하세요  

4월 17일  NOVA 온라인 Paralegal Symposium, 아침 10시-1시, 무료,  등록하거나질문있으면 Joyce McMillan 

교수님을 이메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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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된 봉사 활동시간들을 X2VOL에 기록하세요  

4월 24일  상원의원 Warner의 Academy Day 2021, 아침 10-12시 - academy_noms@warner.senate.gov 이메일 

하세요  

5월 3일  군대에 입대할 12학년들은 Senior Awards 세리모니에 인정받고싶으면 이날까지 

kastamper@fcps.edu 이메일하세요  

 

뉴스 & 정보  

Northern Virginia Community 대학에서 12학년들을 위한 인기 있는 JumpStart 프로그램의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졸업하는 12학년들은 이번 여름에 두개의 무료 강의를  들을수있습니다. 여름 온라인 세션은 7월 1일에 시작하고 

8월 9일에 끝납니다. 신청서는 4월 30일 까지 제출하세요. 더한 정보는 

https://www.nvcc.edu/jumpstart/index.html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질문들은 JumpStart@nvcc.edu여기로 

이메일하세요.  

 

11학년들! Posse Foundation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기위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리더십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알아보고, 모집하고 가르칩니다. Posse 학생들은 Posse 파트너 

대학에서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자체 추천 포털은 5월 7일에 열립니다. 더한 정보를 위해서 4월에있는 

Posse DC/NoVa 정보 세션들은 참석하세요.  

 

주지사 Ralph Northam이 이번주에 Northern Virginia Community 대학교에서  “Get Skilled, Get a Job, Give Back” 

발의, 또한 “G3” 프로그램 법안을 싸인을 했습니다. G3 프로그램은 수업료, 세금과, 책값을 보상하고 조건이  맞은 

학생들위해 Commonwealth의 2년 공공 기관을 지원해줄 $3,600 만을 포함합니다. 주지사의  수업료 없는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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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발의의 목표는 주요 사업, 의료혜택, 기술 정보, 컴퓨터 과학 , 제조 및 숙련 된 무역, 공공 안전과, 유아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NOVA 보도 자료를 보세요.  

 

더 많은 미국 대학들이 (Rutgers, Cornell, Brown, Notre Dame, Northeastern과 등등) 캠퍼스 오기전에 학생들은 꼭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오라고 말을합니다. 건강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못맞는 학생들은 제외될수있습니다. 

12학년들, 질문들은 직접적으로 대학들에게 물어보세요.  

 

FCPS 고등학생들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있는 2021년 Virtual Career Exploration Fair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이벤트는 라이브와 녹음된 워크샵들이 포함됩니다. 이 이벤트는 수요 경력 분야에서 온 100개 이상 지역 

산업 전문가들과 연결을해줍니다. 학생들은 대학 및 직업 워크숍들도 참여할수있습니다.  

 

매년 미국은 군인 가족에서 온 아이들에게 군대 인생을 살기위해 만든 희생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 

위해 4월을 군 아이들에게 지정합니다. 현재, 군대와 연결 된 14,000 청년들이 FCPS를 집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4월 21일 구대와 연결있는 청년들의 희생과 힘을 인정하기위해서 학생들과 스텝 멤버들은 보라색 입길 바랍니다. 

정보와 아이디어들은 https://www.fcps.edu/event/month-military-child에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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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fax County Park Authority 에서 400개 이상의 여름직업 직원들을 찾습니다. 수영장 구조원, 고원 수행원, 캠프 

카운셀러, 골프 직원 등 포함합니다! Jobs at the Park Authority에서 더한 정보를 찾거나 

FCPAJOBS@Fairfaxcounty.gov 이메일 하세요 

 

Autobell Car Wash에서 Ashburn 장소에 일할 알바생을 구합니다. 유연한 시간, 톱 $$$, 대학 장학금, 늦게 일 

안하는거와 공짜 세차에 관심있습니까? www.autobell.com/jobs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질문있으시면 virtual 

career booth을 방문하거나 Sdivilio@autobell.com이메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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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CVHS 장학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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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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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eration Hope – 4월19일까지 날짜가 연장되었습니다  

● Fairfax County Council PTA Scholarship – 4월 25일까지 제출하세요  

● Peter Williams Memorial Scholarship – 4월30일까지 날짜가 연장되었습니다 

● Alpha Kappa Alpha – LKO Chapter – Alma Palmer Grant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Alpha Kappa Alpha – LKO Chapter – Estelle Gaymon Memorial Scholarship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Alpha Kappa Alpha – LKO Chapter – HBCU Scholarship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Alpha Kappa Alpha – LKO Chapter – STEM Scholarship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Debra Deneise Smith Foundation Scholarship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Kozy Kerchief and Kozy Kap Scholarship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National Naval Officers Assn. Washington (DCNNOA) DC Chapter – 5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 Shirley O. Nelson Scholarship – 5월 10일까지 제출하세요 – Chantilly Pyramid Minority Student Achievement 

Committee에서 후원됬습니다  

● Cameron Dudley Memorial Book Scholarship –5월 10일까지 제출하세요 – Chantilly Pyramid Minority Student 

Achievement Committee에서 후원됬습니다  

● Elmer Timberman Masonic Lodge Scholarship – 5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 Fair Lakes Scholarship – 6월 25일까지 제출하세요 

● OppU Achievers Scholarship – 6월 30일까지 제출하세요 

● Jack Howley Scholarship – 12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 NOVA 공학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싶은 졸업하는 12학년들을 위한 Equinix Digital Infrastructure 장학금. 

Equinix은 5학생들을 NOVA에 올수있게 $5,000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4월 30일 까지 

등록하세요. 질문들은 dshell@nvcc.edu로 물어보세요. NOVA Launches Digital Infrastructure Scholarship 

Program with Equinix for Students - Northern Virginia Community College (nvcc.edu) 
 

 

온라인 봄 대학 방문들 

CVHS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에 4월 12일 부터 6월 7일까지 있는 2021년 온라인 봄 대학 방문에 

초대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다른 대학교들의 대해서 배우고 입학 담당자와 연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00개 이상의 대학들이 발표 예정입니다. 날짜, 시간관, 링크들은 CVHS Student Services Google 

Classroom (학교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하세요) 에서 찾을수있습니다. 방문을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해야한다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쓰세요. 4월 19일에 발표하는 대학들은 Christopher Newport, Missouri, Lynchburg, Loyola 

Marymount, Catholic, Bridgewater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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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NOVA 발견하기 - 이벤트 날짜 4월 21일,2021년 오후 6시 - https://vccs.zoom.us/webinar/register/WN_B-

Zc51HJRfSsGT467XFzhQ 
  

Rose-Hulman의 STEM 캠프 - 4월 25일 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2021년 6&7월 - 1 & 2주 캐프들 - https://www.rose-

hulman.edu/admissions-and-aid/early-planning/summer-camps.html 
 

여름 Honors 학회 - 5월 14일 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7월 11-17일 2021년 - 

https://www.jmu.edu/pce/programs/all/honorscamp/index.shtml 
 

CollegePoint - 이벤트 날짜 - 학년 - https://www.collegepoin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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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