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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말하기  대회  
 
북부지역 초등학교 말하기 
대회의 본선이 월튼 
초등학교에서 2 월 27 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아침  등교길  
주차  대처   
 
걸어서 등교가 가능하다면, 
행사 당일 걸어서 등교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권합니다. 
 
월튼과 라살(Lasalle)이 
만나는 구간은 2 월 27 일 
아침 주차가 제한됩니다.  

월튼  달리기  대회  팀  
 
월튼 초등학교는 4 월 27 일 
있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달리기 구간은 2 종류로 
나뉩니다. 
2.5 km (미니 달리기) 와 10 
km (정식 달리기) 
 
우리 학교는 Walton 
Elementary School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달리기 대회 
Sun Run 웹사이트에서 우리 
학교 팀으로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 자녀들은 
어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부모 및 성인과 
함께 달리기 대회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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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2 월  27 일  
북부지역 초등학교 말하기 
대회 본선 
 
2 월  28 일  
7.00p.m. - 9:00p.m. 
Mrs. Sandra Meister 환송회 
 
3 월  5 일  
핫런치(Hot Lunch) 
  
4 월  25 일  
7:00p.m. - 10:00p.m. 
Sip N' Savour  
경품권 사전 판매 기한은 3 월 
10 일까지 입니다! 
 
 

지금 등록하세요! 
 봄 학기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 
 
월요일  - Laser Master Program (등록 마감) 
화요일  - Bricks 4 Kidz: Space Robotics with LEGO 
수요일  – 합기도 
목요일  – Theatrix: Spotlight Theatre “The Wizard of OZ” 
금요일  - 축구 
 
학부모회 웹사이트에서 (www.waltonpac.ca) 지금 등록 
하세요. 등록은 선착순입니다. 방과 후 축구 교실은 
킨더가든 학생들도 등록 가능합니다.  

 

Mrs. Meister  
전임  교장  환송회  
 
산드라의 환송 선물로 준비한 
사진첩을 사진과 인사말로 
뜻깊게 채워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녁 8 시에 월튼 학부모회에서 
이 뜻깊은 선물을 전달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과 관심을 
바랍니다. 
 
학사  일정  선호도  설문  
 
교육청은 향후 학사 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d43.bc.ca/NewsEve
nts/AMYCalendar/Pages/default
.aspx 
 

학부모회 임원: 
회장 President (공동 의장) 

Stefanie Putzhammer 
Craig Woods 
회계 Treasurer 

Rod Comrie 
서기 Secretary 
Anna Richter 

모금담당 Fundraising  
(공동 의장) 
Gail Harrop 
Melanie Lee 

교육청 학부모대표 
DPAC Representative & 
학부모 교육 Parent 

Education 
Anna Teglasi 
뉴스레터 편집자 

Newsletter Editor 
Serene Ho 

보건 및 안전 담당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 
공석 

 학교계획카운슬 
School Planning Council 

Gail Harrop 
Ingrid Doerksen 

Anna Richter 
교실 도우미 연락 담당 
Classroom Liaison 

Coordinator 
Margaret Bickerton 
다문화 연락 담당 

Multicultural Liasion 
Craig Woods 
사회연락담당 

Social Coordinator  
(공동 의장) 

Ingrid Doerksen 
Melissa Fong 
점심 급식 위원 

Hot Lunch Committee  
(공동 의장) 
Diane Lee 

Connie Wong 
방과후과정 담당 

After School Programs 
Coordinator (공동 의장) 

Nicola Ho 
Connie Reead 



 
                                                                            
 

                  
 
 
 
                                                                                                                     
 
 
                                                  
 
                                                                                                                      
 
 
                                                                                                                      

 
 
 
 
 
 
 
 
 
 
 
 
 
 
 
 

 
 

Walton PAC Newsletter  waltonpac@gmail.com 

기금 모금 소식   
 

This newsletter is also available in Chinese, Korean and Farsi. Thank you to our volunteer translators Joy, 
SeungHee and Parisa. This version, as well as all of the translated versions can be found on the Walton 
Elementary School PAC Website.   
 
 
 
 
 
 

 
 

Walton's Sip 'N Savour  
A Tasteful Evening 

(19 세 이상) 
 

4 월  25 일 , 금요일   
7pm - 10 pm 

월튼  초등학교  체육관  
 

티켓  (25 불 )!  
처음  티켓  50 장은   

온라인에서  20 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티켓구매는 www.waltonpac.ca 
또는 주문서를 자녀의 알림장을 통해 신청하세요. 

 
학부모회  웹사이트  www.waltonpac.ca 를  

방문하시면  기금모금  행사  정보와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  방법이  자세히  공지되어  

있습니다 .  
 
** 부식되지 않는 식료품을 가져오세요.지역 food bank를 

후원하고, 이번 행사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CKNW 고아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2013-2014 학부모회 회의 일정 
 

다음은 2013-2014 학년도 학부모회 회의 일정으로 회의는 월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April 14th, 2014 

May 12th, 2014 (연내  총회 ) 
June 9th, 2014 (마지막  회의 ) 

저녁 6:45 부터 다과가 준비되며 회의는 저녁 7:00 에 시작됩니다. 
학부모회 회의 참석 하는데 아이 돌봐주기가 필요하시면 waltonpac@shaw.ca 로 연락 주세요.  

매회 회의록은 각 학급 연락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로 모든 학부모께 전달 됩니다. 

월튼 학부모회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초대합니다. 

 
핫  런치(Hot Lunch) 

3월 5일, 수요일 
 

핫 런치 메뉴는: 
* 치즈, 페페로니 또는 하와이안  

통밀 반죽 피자 중 택 1 
*사과 

*오렌지 
*쿠키나 칩스 중 택 1 

*물 
가격 – 5 불, 피자 조각 추가 시 2 불 

 
야채, 글루텐이나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피자 
주문이나 기타 음식물에 관한 문의는 2 월 27 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waltonpac@gmail.com 
메일을 보내주세요. 
 
많은  학부모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핫  런치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waltonpac@gmail.com 메일  남겨주세요 .  

Cobs Bread Dough Raiser Program 
 
썬우드 플라자에 위치한 콥스 브레드에서 빵을 구입하실 때, 월튼 초등학교 학부형이라고 말씀하시면 구입하시는 금액의 
5%가 학교 앞으로 기부됩니다.  
 
1 월 31 일 기준으로 모인 포인트는 1054 이며, 발생한 수익금은 52 불 70센트입니다. 
  
다음에 썬우스 플라자 내 콥스 브레드에 가시면, 잊지 말고 월튼 학교에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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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irl Empowerment Workshops 
 
iGirl is a straight-to-the-point, lighthearted, empowerment workshop that prepares 9-12 year old girls to make  
smart decisions in even the toughest situations.  
 
Who: Girls in grades 4-7 
When: Monday, May 12th, 6-8p.m. 
 
I am my own BFF 
Celebrate your strengths and feel great about your unique self. 
 
I think my body's a beauty 
Magazine bodies are make-believe. We'll help you see how all of us are gorgeous in our own way.  
 
I expect respect 
Stand up to bullying and peer pressure in a way that works using - you guessed it - "i" statements. 
 
 
iGuy Empowerment Workshops 
 
iGuy is a straight-to-the-point, lighthearted empowerment workshop that prepares 9-12 year old boys to make 
smart decisions in even the toughest situations. We'll challenge society's definition of masculinity, unmask our 
secret identity, tackle online safety, and help build relationships we can feel proud of.  
 
Who: Boys in grades 4-7 
When: Monday, May 12th, 6-8p.m. 
 
I don't need to be Superman 
A superhero takes many forms. Let's talk about what it really means to be a guy, krypnonite and all. 
 
I am not my biceps 
What you see in video games isn't real life. Real power comes from within, and has nothing to do with muscles. 
 
I express myself 
Newsflash: Guys have feelings too! Let's learn how to express them in a healthy way. 
 
I get and give respect 
Assertiveness isn't weakness, and confidence isn't arrogance. To deal with conflict in a way that works we 
need to know the difference. 
 

More information on registration will be available soon. 
 

Walton PAC Newsletter  waltonpac@gmail.com 

Upcoming Worksh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