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직업센터 
                                                5월 21일, 2021 

 
 

중요한 날짜들  

5월 23-24일  PCACAC 온라인 대학 박람회 - https://www.strivescan.com/pcacac/  

5월 25일  FCPS IT와 상업 직업 Back2Fairfax 세미나, 저녁 5시 - 여기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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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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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FSA에 도움이 필요한 12학년들과 현재 대학생들에게 - NOVA에서 5월 24-27일에 부가적인 FAFSA 주 워크숍을 

수행합니다. 경험과 도움있는 NOVA 재정지원들에게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IT와 상업 직업에 관심이있는 FCPS 11,12 학년과 대학 졸업생들 - 2년차  Back2Fairfax (온라인) 이벤트를 5월 25일 

오후 5-7시에 참석하세요. 참가자들은 현재 직원들에게 이야기들을 들을수있는 기회가있고, 전시 부스들을 

보거나, 도제살이 프로그램들과 고등학교 이후에 일자리 기회들에 대한 여러 breakout 세션들에도 

참여할수있습니다. 등록과 정보들은  여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질문들은 workbasedlearning@fcps.edu로 

이메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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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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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기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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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정보와 신청은 www.brightviewseniorliving.com/careers에서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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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s & money< scholarship list. 최근 추가된 내용들은:  

 
NEW:  

● GMiS Scholarship – 5월 30일 까지  

● Equal Justice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Farhat Khan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General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Hope and Dreams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Maimoona-Mahmud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Omar Ashraf Family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Parent’s Memorial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FAITH Sultana & Ahmed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Safe Driving Scholarship – 5월 31일 까지 

● The Law Offices of Scott Henry Scholarship – 6월 1일 까지 

● Undergraduate Scholarship Program – 6월 18일 까지 

● RF Wittmeyer Community Service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 Sparks Law Dream Chasers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 Strong Work Ethic Scholarship – 6월 30일 까지 

● Build a Better Future Scholarship – 6월 31일 까지 

● Rizwan Ahmed CPA Scholarship - 12월 15일 까지 

● Leoboost Scholarship –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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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에 University of Maryland, NC State, South Carolina와 등등. 

http://www.brightviewseniorliving.com/careers
https://www.fcps.edu/nav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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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회들 - FCPS에서 준비한 기회들 Naviance에서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Colleges< Research Colleges< 

Enrichment Programs. 종류,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재정 지원 워크숍 - 이벤트 날짜 5월 24일 오후 3시 5월 24일 저녁 6시 5월 25일 아침 10시 5월 25일 저녁 6시 5월 

26일 아침 10시 5월 26일 오후 3시 5월 27일 아침 11시 5월 27일 오후 4시 - https://www.nvcc.edu/financialaid/ 

병역 아카데미 밤 - 이벤트 날짜 5월 26일 저녁 7-8시 - 

https://ushr.zoomgov.com/meeting/register/vJIsduigqD0qE1zVeV4GZTDfr5n-ThxQCCw 

대학 수필 코치: Amy White - 이벤트 날짜 6월 3일 저녁 7-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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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s of Fun 온라인 썸머 캠프 - 5월 30일 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6월 21-25일 - 

https://www.signsoffuncamp.org/virtual 

온라인 여름 수업 - 이벤트 날짜 6-7 월 2021년 - https://www.legaltechcenter.net/courses-and-training/legal-

education-for-high-school-students/ 

 Catch Them Young 캠프 - 6월 30일까지 등록 - 이벤트 날짜  7월 12-23일 - https://www.gallaudet.edu/multicultural-

student-development-and-mentoring/camp-catch-them-young/ 

Loud and Clear 캠프 - 이벤트 날짜 7일 31일 아침 9:30 부터 저녁 6시 까지 - https://www.holidaylake4h.com/camp-

loud-clear.html 

대학 & 직업 - 이벤트 날짜 8월 4-5일 2021년 - https://www.rit.edu/admissions/college-and-careers 

온라인 대학 박람회 - 이벤트 날짜 5월 23일 3-7시 또한 5월 24일 오후 5-8시 - https://www.strivescan.com/pcacac/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있는 Gap 년 프로그램 - 이벤트 날짜 2021-2022 - https://www.aventur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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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