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5월 14일, 2021 

 
 

중요한 날짜들  

5월 14일  이 날까지 12학년들은 Naviance에 있는 Senior Survey를 작성하세요 - 더한 정보를 위해서 이메일을 

보세요  

5월 15일  12학년 Prom-enade, CVHS에서 저녁 6:30-9:30 - 12학년들은 음악, 사진과 음식들을 위해 안전하게 

모일수있습니다. 등록 시트는 곧 준비 됩니다! 질문있으면 skhall1@fcps.edu로  Ms. Hall을 이메일 

하거나 mkheberer@fcps.edu로 Ms. Heberer을 이메일하세요. 정보는 Class of 2021에서 

찾을수있습니다. 

5월 17일  11학년들을 위한 Posse Foundation 정보 세션, 오후 12시 - 전화 연결 (773) 231 - 9226 또는 

https://meetings.ringcentral.com/j/1451824048  

5월 26일  국회 의원 Connolly의 군대 아카데미 밤, 오후 7시 - zoom 통해   

6월 8일  12학년 상 세레모니, 오후 4시 - Gym안에서 제한된 출석 있고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더한 정보들은 

곧옵니다  

6월 9일  졸업 리허설, CVHS 주차장 오후 12:30-4:30  

6월 11일  Jiffy Lube Live에서 졸업, 아침 9:30 - 12학년들은 이 Google Form을 작성하세요 

 

뉴스 & 정보 

대학 수필 코치 Amy White가 공짜 온라인 워크숍을 6월 3일 저녁 7-8시에 제공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찾고 그 

이야기를 잘 소통할수있는 방법에 집중을합니다. 등록 필요합니다 (자리는 8개 밖에 안남았습니다): 

https://librarycalendar.fairfaxcounty.gov/event/7742657  

 

가을에 대학을갈 계획이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입니까? 대학에 붙었는데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FCPS Launch to College 여름 브리지 프로그램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에 

지원을 안했다면, 이 프로그램이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에서 조언을받고, 특정한 필요에 맞게 리소스를 

쓸수있는것과: (수업들에 등록하기,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등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출 날짜들에 

대해서 개별적 리마인더도있습니다. 여기로 등록하세요. 질문들은 kshuffman@fcps.edu로 이메일하세요.  

 

Credit Recovery는 고등학생들이 크레딧을 두개나 받을수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세션당 수업을 하나 들을 수 

있고 차량운행과 점심은 다 준비 되어있습니다. 더한 정보들은 웹사이트에서 보세요  질문들은 학교 

카운슬러에게도 물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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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 Foundation 자기 추천 장학금 기회는 현재 11학년들한테 아직까지 열려있습니다! 정보와 5월 24일 오후 3시 

까지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는 학교 이메일에 찾을수있습니다. FCPS 11학년 12시 5월 17일 월요일에있는 정보 세션 

초대되었습니다:  https://meetings.ringcentral.com/j/1451824048. 가입하는 다른 방법들: 미팅 ID를 

https://meetings.ringcentral.com/join에 입력하세요 (145 182 4048) 또한 전화로 (773) 231-9226. 

 
 

자원 봉사 기회들 

Corinne과 Caroline Sieber CVHS 자매는 이번에  Little Rocky Run의 유리 재활용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창조력과 

발명의재주와, 4,929개 이상 유리 병들을 재활용했습니다! 이제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넓히고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동네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등록을 하세요. 

 

일거리 기회들 

Jiffy Lube에서 자동차 산업에 직업을 추구하고있는 고등하교 졸업생들을 찾습니다. 책임들은 사전 정비, 브레이크 

작업, 가벼운 기계적 수리와 진단작업을 포함합니다. South Riding, Chantilly, 또한 Centreville에 있는 직업 목록을 

누르세요. Chad Quenneville은  chad@qgrjiffylube.com 또한  703-508-2370로 연락하세요.  신청과 더한 정보를 위해  

www.brightviewseniorliving.com/careers로 가세요.  

 

Brightview Fair Oaks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노인 생활 커뮤니티에 일할 스탭들을 구합니다. 일 포지션들은 

요리사, 웨이터, 카페 도우미, 활동 도오미, 호스티스, 관리인 과 등등을 포함합니다! 유연한 취업시간 , 경쟁적인 

월급과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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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NEW:  

● Crown & Caliber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Cyberbullying Awareness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Healthy Communities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LM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National Naval Officers Assn. Washington (DCNNOA) DC Chapter – 5월31일까지 날짜가 연장되었습니다 

● SILA Foundation Post-Secondary College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Triumph Over Adversity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AGC Workforce Development Scholarship –  6월 1일 까지 

● Exceptional Nurse Scholarship –  6월 1일 까지 

● Got a Spine Scholarship –  6월 2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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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ben Edmunds Miller Criminal Justice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 Sterling Lawyers, LLC Annual College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 Virginia Writers Club College Scholarship Program – 6월 30일 까지 

● American Culinary Federation Education Foundation – 10월 31일 까지 

● Joyce E Dawkins Memorial Scholarship – 11월 1일 까지 

● E-Waste Scholarship – 4월 30일 2022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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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에 College of Charleston, Johns Hopkins, Kent State, UMBC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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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이야기 합시다: Fairfax 경찰대와 함께 - 이벤트 날짜 5월 17일, 2021년 오후 4:30 부터 6시 까지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L6-M9Q8pbibcZbv7Rd4zjkODP9eYahzYVCDsTCJ_J2_N-g/viewform 

온라인 교육 박람회 (해외) - 이벤트 날짜 5월 20일 오후 3-9시 - https://www.studyandgoabroad.com/virtual-

education-fair/ 

갭 년 프로그램 (비즈니스) - 이벤트 날짜 8월 23일 2021년 - 5월 2022년 -  https://www.thebridgetofreedom.com/gap-

year 

과학 Uncamp - 이벤트 날짜 6월 21일 - 7월 20일 2021년 - https://www.science.vt.edu/get-involved/uncamp.html 

BroadFutures 온라인 강점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6월 21일 - 7월 23일 2021년 월-목. 아침 11-2시 - 

https://broadfutures.org/2021/03/31/summer-2021-strengths-program/ 

DocTalkWithLiz 팟캐스트 - 이벤트 날짜 지금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G5rQ1vvPk8IraohjWVFrg 

고등학교 리더 프로그램 -  www.sorenseninstitute.org - 5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버지니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민 정부, 정치, 변론술, 리더십과 서비스에 강한 훈련. HSLP 학생들은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대학 크레딧을 세개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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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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