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4세 청소년을 위한 영어 몰입 프로그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환영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Hanmer) 온천에서의 온천욕이나, 북쪽 카이코우라

(Kaikoura)에서의 야생 탐구도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곳에서 가능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마오리어 명칭으로‘오타우타히’

는 뉴질랜드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현대 문명과 

문화적 유산이 함께 발전하는 재생과 탐험의 도시입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최신 건물이 가득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에이본( Avon)강은 도시에 자연 풍경을 

더해줍니다. 시내 인근에는 모래사장 해변, 산책로, 

산악자전거길, 스키장, 골프 코스, 평온한 낚시터 등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는 145개의 학교와 세계 우수 대학 두 

곳이 있습니다.

쇼핑과 파인다이닝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부티크 샵, 

술집, 식당도 많습니다. 주변 광역 캔터버리(Canterbury) 

지역에서는 잊지못할 여행과 그림같은 마을 풍경, 평온한 

휴식, 스릴을 만끽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핸머

캔터버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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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햄 중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수년간 우리 학교의 일부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해외에서 온 

학생들에게 훌륭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하고, 우수성을 존중하며, 가치관을 교육함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안녕과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콥햄 중학교 교직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무한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헌신적인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해 수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콥햄 중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학교입니다.

오셔서 콥햄 중학교의 이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우리는 21세기 

인재 육성에 집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미래지향형 

학교입니다.

교장 Eddie Norgate



버디 프로그램

콥햄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에게는 

‘버디(buddy)’ 라고 하는 친구가 배정이 

됩니다. 

버디는 학교에 새로 온 친구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콥햄 학교의 모든 버디학생들은 버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별도의 훈련을 받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버디학생들은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키위(Kiwi)”식의 

학교 시스템과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위란? = 뉴질랜드 | 뉴질랜드인

“콥햄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걱정도 많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교무실에서 소개받은 버디 친구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실로 갈 수 있었어요.”- 이정원(Lee Jungwon)

“버디 시스템은 학교가 저처럼 새로 온 학생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유 양(Ziyu Yang)



학교 생활

콥햄 중학교는 학업, 스포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가능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활동으로는 요리교실, 섬유공예, 

수영, 그리고 학급 캠프가 있습니다.

ESOL(제 2 언어로의 영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국제 학생을 환영합니다. 국제 

학생은 학급의 일부로 통합되어 생활하며, 

학교의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ESOL 수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국제 학생을 위한 

최선의 종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국제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절 및 입학 시점에 따라 활동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콥햄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은 학급 친구들과 소중한 

우정을 쌓으며,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공부를 해 

나갑니다.

이런 교우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적으로도 더 큰 성취를 

*세컨더리스쿨 혹은 중등교육기관

고등학교 진학 준비

콥햄 중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

•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

• 탁월함

• 굳건한 가치 기반 교육

• 배려와 돕는 분위기

• 다수의 학업, 스포츠, 문화적 기회

•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을 대비하는 교육

거둘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친구들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수의 

기존 콥햄 국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다시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와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현지 

대학이나 여타 기술학교 등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소: Cobham Intermediate School
294 Ilam Road, Burnside, Christchurch 8053
뉴질랜드  전화번호: +64 3 351 6381
international@cobham.school.nz
www.cobham.school.nz/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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