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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외의 활동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고무됩니다:









미래 문제 연구
음악
운동
특별 미술반
드라마
댄스
체스
각종 문화그룹 활동들

음악 프로그램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우수한 공연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을
가집니다:









학교 합창단
중창단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학교 팝/재즈 밴드
기타클럽
악기 교습
학교 뮤지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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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들을 위한 서포트
시스템
코밤 인터미디어트 스쿨은 국제
학생들의 목표 달성과 복지 및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 개인 및
학습의 발전을 돕기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하고
사려깊은 직원들에 의해 학교 소개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사회, 문화 및 운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됩니다.
하숙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 유학생
전문 담당자에 의해 승인되고
관리됩니다. 코밤인터미디어트
스쿨은 국제학생의 복지를
위한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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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S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모든 국제학생들을 위해 경험많은
고학력의 영어 교사들이 심도 높은
ESOL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도착하는 즉시
평가를 받고, 각 레벨에 맞는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개인 및 소수그룹을 위한
혁신적이고 흥미로우며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Auckland

야외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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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국제학생들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과 유학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야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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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ISLAND

Rotorua

스키
세일링
클라스 캠프
지도자 과정
팀 빌딩
Nelson

Wellington

SOUTH ISLAND

CHRISTCHURCH
Cobham Intermediate School has agreed to observe and be bound by the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Copies of the Code are available on request from this institution or from
the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at http://www.minedu.govt.nz

Queenstown

COBHAM INTERMEDIATE SCHOOL
PO Box 29411, Christchurch 8540
294 Ilam Road, Christchurch 8053, New Zealand
Telephone: +64 3 351 6381, Fax: +64 3 351 6365
Email: office@cobham.school.nz, Website: www.cobham.school.nz

C O B H A M I N T E R M E D I AT E S C H O O L
CHRISTCHURCH

Dun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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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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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밤 인터미디어트 스쿨














꿈을 이루는 삶

뉴질랜드 최고의 중등학교 중
하나로 손 꼽히는 학교
만 10살부터 13살사이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남녀공학으로
거주지로 선호도가 높은
크라이스트처치의 북서쪽에
위치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음
넓은 놀이 공간과 다목적
운동장을 포함한 아름다운 주변
환경
흥미를 북돋우는 교실환경과
탁월하고 혁신적인 교수법
현대적인 건축구조로 설계된
학습시설
우수한 고등학교, 종합
운동시설, 쇼핑센터, 도서관
등이 인접한 편리한 위치

크라이스트처치(정원의 도시)








친절한 사람들이 환영하는 도시
각종 운동 시설을 비롯하여
골프코스, 공원, 아름다운 식물
공원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현대적이며 다양한 쇼핑몰과
식당들이 있는 곳
시골풍경과 스키필드, 산, 강,
해변 등이 인접해 있는 도시

코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잘 보살피고,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롭고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도록 장려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은 참여적이고
도전적이며 연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우수반,
탐구 학습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성취도에서, 본 교 학생들은
국내 및 국제 경연대회에서, 모든
학과목에 걸쳐,우수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코밤의 학생들이
크라이스트처치내 최고의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설
과학과 기술 센터에서는 최고의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문
교사들은 소수의 반을 대상으로
실험위주의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환영하며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국제학생들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문화와 열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밤 인터미디어트는 Year 7 과 8학생들(만 10살부터 13살까지)에게 흥미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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