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와 관점을 제공하는 교육. 마이크와 조앤 우드 채드 파타가 육상 트랙 150만 달러
를 약속하다.

마이크와 조안우드는 새로운 육상 트랙에 1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학교

오하나(가족)와 함께 결승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캘리포니아 라

파예트에 있는 아칼레인스 고등학교와 버클리 대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계속 활약한 우드는 “우리의 지원을 받아 우리 오하나에 합류하기원하는 사람

들에게, 미드 퍼시픽이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요” 라

며, “조앤과 저는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영광입니다. 우리의 최첨단 

육상 경기 단지는 미드 퍼시픽의 모든 육상 경기의기준을 높일 겁니다. 모든 종목의 선

수들이 비시즌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이를 통해 육상선수들이 캠퍼스 내 훈련은 

물론 대회 주최까지 가능합니다. 전4종목 스포츠 선수로서, 저는 팀워크, 동료애, 끈기,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기위한 많은 다른 중요한 자질 등을 쌓을 수 있는 육상의 힘을 

믿습니다.” 최근 미드퍼시픽을 졸업한 1500m 하와이주립 챔피언인 22학번 파커 와그

닐드 또한 그렇게생각합니다. “운동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

는 데도움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자신을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 삶에 큰영향을 

미쳤어요”라고 와그닐드는 말합니다. 그는 하와이주립 선수권 대회에서1500m 금메

달, 3000m 은메달, ILH 선수권대회 1500m와 3000m에서 3개에챔피언십을, 그리고 4

개의 크로스 컨트리 MVP수상과 돈 보텔호 상을 받은 우수한운동선수입니다. 육상 슈퍼

스타로서 그를 이어가는 데스티니 룩은 14세의나이로 300미터 허들에서 국내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26학번 신입생입니다.그녀는 새로운 육상 경기장이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가져올 변화를감사해합니다. 올해 중급 ILH 선수권 대회 100m 허들, 300m 허들, 

4x400 계주에서금메달을 땄던 룩은 “지금까지는 캠퍼스에 트랙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어려워버스를 타고 (근처)카이저 고등학교로 가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현재는거리

도 일정하지 않고 허들도 넘기 힘든 잔디밭에서 연습하기 어려워요. 저는미드 퍼시픽의 

이 새로운 트랙이 모든 육상 경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

요.”



2022년 봄 ILH 챔피언십에서 미드 퍼시픽 육상 선수들의 기량이 하늘을 찌르다.

중학교 26학번 데스티니 룩, 26학번 삼미 히라사키, 27학번 클로이 콴, 26학번

바이올렛 로완이 중급 4x400m 계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클로이 콴은 100m

경주에서도 1위를 차지하다.

현재 축구장을 둘러 새로 생길 육상 경기장의 컨셉트는 펜데믹 이전부터

구상되었었습니다.

마이크와 조앤 우드의 큰 선물과 헌신적인 다른 후원자들의 10만달러 이상의

기부로, 미드 퍼시픽 조직위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캠퍼스 계획 및 디자인

책임자와 건축 계획에 착수할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7학년(중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한것이며 육상 및크로스컨

트리 선수들은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에 더 강한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와 조앤 우드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기부는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의 육상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중태평양 지역의중요성에 대한 강한 메

시지를 전달해줍니다.” 라고 미드 퍼시픽 운동부 이사인스콧 와그너가 말했습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 상당한 추가 기부금을얻어내었고, 새 트랙은 우리 학교와 우리 지

역사회에 새 혁신을 가져올것입니다.” 폴 턴불 학교 총장은 이를 미드퍼시픽의 새로운 

시대라 확신합니다. “미드 퍼시픽에서는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선생들과 

학생들의관계를 가장 중요한 경험 요소로서 생각합니다. 체육은 학생들이 크고 포괄적

인팀 분위기에 근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라고 턴불은말했습

니다. “이번 기부는 우리 지역사회와 미드 퍼시픽지역의 비전을 진정으로믿는 개인, 가

족, 친구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이해하고 더 깊은 학습의 

이점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학교로서의 우리의성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1세기 

전에 선두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제이사회에서 교사, 학생 및 가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선두자들은 믿을 수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교육 혼란과 변화의 시대의 일

부입니다. 미드 퍼시픽은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

년 후 우리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학번 파커 와그닐드 하와이 주립 챔피언은 2022년 HHSAA 육상 주립 선수권대회 

1,500m에서 우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