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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재를 산다든가 해서 

발생한 선생님들의 개인 지출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됐습니다. 

추가기금은 다른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하는 교직원에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학부모회는 이번 학기에 

필요한 교재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유치원반에 칠판이나 

교직원이 우리학교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읽기 

교육을 하는데 쓸 테블릿과 

앱을 구매하는데 학부모회 

기금이 쓰였습니다. 

 

개학 주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학부모회 친목담당 Ingrid 

Doerksen과 Mellissa 

Fong씨는 지난 9월 3일 

학부모들과 개학을 기념하는 

 월튼 학부모회의 개학주간 

행사 지원 

 

월튼학부모회는 BC주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부터 이번달 

8840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신청이 

순탄하게 이뤄져서, 지난해 

학교에 등록된 전일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부모회로 기금이 

전달됐습니다. 

기금 사용처는 제한이 돼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금 중 

4000달러를 개학주간 공연 

이벤트에 사용해서 개학 첫 

주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우리의 기금모금 노력은 

지난해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지출을 제하고도 

1만6000달러의 잔고가 

남았습니다. 덕분에 각 반별로 

교직원에게 150달러를 지원할 

 

해당 행사에 커피 150 컵 분을 

기부해준 Landsdowne 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학주간의 금요일에는 

인터내셔널 팟럭 점심 행사를 

다시 개최해, 교직원, 학생과 

가족이 초대됐습니다. 

학부모회는 일회용 접시와 

식사도구, 냅킨과 상당히 

다양한 음식을 월튼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학부모회 

회원들과 음식을 제공하고 

상차림과 정리를 해준 많은 

부모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내 청결담당자인 Mrs. 

Campbell은 팟럭 행사 후 

모든 휴지통을 비우는데 많은 

일을 하셔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학생들의 기부 소식 

 

오른편 사진 속의 

학생들(Abigaille Chow, Maia 

Woods, Kendra Lee 그리고 

Logan Woods )은 방학 중 

레몬에이드 판매금 50 불을 

월튼 학부모회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뜻깊은 

정성과 수고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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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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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raising Update   
 

올 해의 첫 영화의 밤 

 

135 명의 관객으로 Monsters 

University 가 상영된 지난 영화의 밤 

행사에서 500 불이 넘는 수익금을 

거두었습니다. 학부모회의 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Entertainment Book 쿠폰북 판매 

 

2013 년도 Entertainment Book 쿠폰북 

판매는 마쳤습니다. 250 권 이상 

판매되어 판매목표 200 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약속대로, 판매목표량을 달성할 시에 

Mrs McMeiken 께서 광대 복장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검토 

중입니다.)  

 

판매 성과에 따른 상품 당첨자 발표는 

10 월 21 일자 주 중에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Other News 
빈 병 모으기 프로그램 

 

월튼 보조교사 Nicole St Pierre 와  

학부형회 Stefanie 는 올해에도 빈 병 

모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이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에 마시고 난 음료수 병을 

모아 245.75 불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여름 빈 병 모으기에 도움을  

주신 Mrs St Pierre 와 빈 병을 

수합해서 씻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학생과 봉자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빈 병을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노력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학교에 기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통안전 도우미를 찾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학교 앞 도로에 나와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도로와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 

30 분씩 교통안전 도우미로 도움을 

주십시오. 

 

오전 등교길 (8:30-9:00)와 수요일, 

 

도움을 주실 분은  학부모 PAC 앞으로 

waltonpac@gmail.com 이메일 

주시거나 도우미로 봉사 중이신 

안전요원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  

 

유아놀이터 수리 계획안 

 

월튼 학부모회는익명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기부자로부터, 월튼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해 주신 큰 금액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 위쪽에 위치한 

유아놀이터를  새롭게 재 정비할 

계획안을 코퀴틀람 시청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핫 런치 기금모금 활동 

 

핫 런치가 있는 날이면 수고로 봉사해주신 

모든 봉사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 월과 10 월 295 명과 319 명의 학생들이 

핫 런치를 이용했으며, 그로 1250 불의 

수익금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핫 런치 일자는 수요일, 10 월 23 일과 

11 월 13 일이며 Flying Wedge pizza 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글루텐이 첨가되지 않는 

피자와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는 치즈를 

사용한 피자가 제공 가능합니다.  

 

사전 주문은 늦어도 핫 런치 날짜 일주일 

전에는 해 주셔야 하며, 주문 은 

waltonpac@gmail.com 로 이메일 

하십시오. 

      

        

영화의 밤 

 

10 월 24 일 목요일, 담요와 쿠션을 

들고 가족,친구와 함께 오세요. 

(Pro-D day 전날입니다). 

 

상영시간: 6:30p.m. 

입장료: $3/인 

모든 수익금은 월튼 학부모회 

기금으로 모아집니다.      

mailto:waltonpac@gmail.com


 

 

 

 

 
 
 
 
 
 
 
 
 
 
 
 
 

 
 
 
 
 
 
 
 
 
 
 
 
 
 
 
 
 
 
 
 
 
 
 
 
 

Upcoming PAC Meetings 2013-2014 
 

PAC meetings will be held on the following Monday nights for the 2013-2014 school year. 
November 25th, 2013 
January 13th, 2014 
February 17th, 2014 

April 14th, 2014 
May 12th, 2014 (Annual General Meeting) 

June 9th, 2014 (last meeting) 
The meeting will begin at 6:45p.m. Refreshments will be available at 6:45p.m. 

Please contact us at waltonpac@gmail.com if you require child-minding during the meeting. 
Minutes from each PAC meeting will be e-mailed to all parents via the classroom liaison parents. 

This newsletter is also available in Chinese and Korean. Thank you to our volunteer translators Joy, and 
SeungHee. This version, as well as all of the translated versions can be found on the Walton Elementary 
Schoo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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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Information Evening on ADHD 
 
The National Wellness Foundation, Tri Cities Chapter is a network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orldwide who are 
devoted to educating their communities about a variety of health and wellness topics.  
 
On Tuesday, October 29th, they are hosting a free information evening on ADHD for the community at the Porier 
Branch of Coquitlam Public Library.  
 
The Foundation has chosen ADHD this time as the numbers of diagnosed children each year is growing rapidly, and 
more and more children are becoming medicated at earlier stages of their development simply because their parents 
have no other alternatives.  
 
The evening's discussion will focus on how ADHD is diagnosed, the medication prescribed, and the alternatives to 
medication.  
 

 
      The GOAL Clothing Give Away  
 

The annual GOAL Clothing Give Away is taking place on October 23rd in the Winslow Gym from 9am to 12pm.  
If you are in need of clothes, shoes, etc, please feel free to visit us at Winslow Gym on October 23rd. 
 
We will be accepting clothing donations (washed please) at GOAL right up to October 2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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