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eneagle	  (글렌이글)	  유학생에게,	  

Gleneagle	  고등학교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이	  됨으로써	  
Talon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사항은	  중요한	  정보니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두	  날짜중	  하루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수있습니다.	  (	  한시간	  정도봄)	  
1. 1월 	  25일 	  (월요일)	  오전 	  9	  시나	  
2. 1월 	  27일 	  (수요일)	  오전 	  9	  시에	  볼수	  있음.	  

-‐ 시험을	  본뒤,	  반드시 	  #226	  교실에 	  가서 	  첫번째 	  오리엔테션 	  
(Orientation)을	  참석해야	  합니다.	  이곳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적용할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점심을	  제공합니다.	  

-‐ 같은날 	  학교 	  카운셀러와 	  미팅을 	  잡고 ,	  카운셀러와	  함께	  학기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 2학기는 	  2월 	  1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 2월 	  5일 	  금요일 	  11	  시 	  35	  분에 	  두번째 	  오리엔테션 	  (Orientation)은 	  

#218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점심은	  준비되어	  있고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Gleneagle	  에서	  유학생을	  도와주는	  Mrs.	  Martin	  Udell	  
선생님께	  언제든	  이메일	  주소 mudell@sd43.bc.ca	  로	  연락해	  주세요.	  

	  

Dear Gleneagle Student,

Welcome to Gleneagle Secondary!  You are about to join the Talon Family.  When you 
are a Gleneagle Student, you are a TALON!

The following is important information and dates that you need to know:

• Two testing times (one hour test):  
1. 9:00 am, Monday January 25,  OR
2. 9:00 am, Wednesday January 27 

• After your test, you must report to Room 226 for Orientation #1.  At the orientation, 
you will meet students & staff who will help you get settled at Gleneagle.  You will 
also get LUNCH at the orientation.  

• You will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counsellor the SAME day as your 
test.  You will get your new timetable with your counsellor.  

• Monday, February 1 is your first day at Gleneagle for a full day of school.  

• Friday, February 5 is Orientation #2 @ 11:35 am.  Meet in Room 218.  Lunch is 
provide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ask.  I’m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for Gleneagle and you can reach me [Mrs. Martine Udell] at:

[mudell@sd43.bc.ca]

Welcome to Gleneagle 
Secondary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