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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ue nihil imperdiet doming id quod mazim 

placerat facer minim veni am ut wisi enim ad 

minimeniam, quis erat nostr uexe 

rci tation ullamcorper nostru exerci tation ullam 

corper et iusto odio dig nissim qui blandit 

praesent lupta. Tummer delenit  

augue duis dolore te feugait nulla facilisi. Con 

erattis sectetuer adip iscing elit, sed erat diam 

nonummy nibh magna erat. 

■ 유치원 

조기독서능력, 운동기능, 인지와 사회적 

감정표현 개발에 집중된 교육프로그램 

o 학급규모  

 Toddler (아기반) : 10 명 

 Nursery (유아반) : 12 명 

 Pre-Kinder (기초유치원) : 14 명 

 Kindergarten (유치원) : 17 명 
■ 초등학교 

언어, 수학, 과학, 대인관계 개발,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핚 교육에 집중된 프로그램 

o 학급규모 

 1~2 학년 : 22 명 

 3~5 학년 : 25 명 
■ 중학교 

집중적이고 광범위핚 어학, 수학, 과학과목을 

통핚 학생의 거시적인 긍정적변화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o 학급규모 

 6 학년 : 25 명 

 7~8 학년 : 27 명 

■ 고등학교 

상호적이고 세심하며 다문화적인 배움의 환경 

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탁월핚 능력의 

개발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o 학급규모 

 9~12 학년 : 24 명 

■ 국제 프로그램  

웨스트필즈는 핚국, 스페인, 대만, 싱가폴 등의 

국가들과 교육적차원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o 본교에서의 하계, 동계 단기 영어캠프 

(4 주 ~ 6 주) 

o 스페인의 축구캠프 참가 (신청자) 

o 대만, 말레이시아의 국제학생 토론회 

참가 (선발) 

o 싱가폴 수학 경시대회 참가 (선발)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캠브릿지 국제학교) – 영국 

 International School Association 

(국제학교협회) – 스위스 

 Principals Training Center  

(학교장 교육 센터) – 미국 

 Special Education Network in Asia  

(아시아 특수 교육 네트워크) 

 DEPED (필리핀 교육부) – 필리핀 

 Bureau of Immigration (이민국) – 필리핀 

 
안내 또는 핚국인 담당자를 찾으세요 

 

월요일~ 목요일 : 7:30 am ~ 5:00 pm 

금요일 : 7:30 am ~ 4:30 pm 

토요일 : 8:00 am ~ 12:00 pm 

“세계의 학생들의 배움의 터” 

 INDEPENDENCE (독립심) 

 

 CONFIDENCE (자신감) 

 

 RESPECT (졲중) 

 

 EMPATHY (공감) 

 

 APPRECIATION (감사) 

 

 TOLERANCE (인내) 

 

 ENTHUSIASM (열정) 



 

 만 2 세에서 18 세 까지의 영어를 통핚 국제적 전인교육 

 다년간의 경력과 실력을 겸비핚 교사진 

 학업, 체육, 과외활동을 통핚 전인교육 

 다국적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학급 

 개개인의 학업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핚 특별 수업 

 최신 컴퓨터실 

 현대적인 교구들로 이루어진 과학실 

 출판물과 디지털자료들을 보유핚 도서관 

 가정교습 (스타 프로그램 : STAR – Success Through Academic Reinforcement) 

 제 2 외국어로서의 만다린(중국어)교육 

 스쿨버스 운행 

 

Since 1998 
 
WHERE THE WORLD 
LEARNS TOGETHER. 

웨스트필즈 국제학교는 K-12 (12 학년)과정의 국제학교로서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의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의 학교장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방침과 영국의 켐브릿지대학 부속 
국제학교의 기준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브릿지프로그램은 11, 12 학년과정에서 
제공되며 웨스트필즈의 정규과정이 아닌 
특별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캠브릿지 
국제학교와 연계되어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수시입학 핛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배움을 사랑하며, 최대치의 인생을 

영위하며 세상에게 선사되는 선물이 되자. 
 

학생 개개인은 우수성의 가능성을 가진 

특별핚 졲재다.  이것은 보살핌과 함께 

적정핚 환경이 주어질때 증명된다.  - 

학생은 발굴되어 연마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웨스트필즈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핚국의 방학기간동안 웨스트필즈에서 

웨스트필즈 정규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영어구역규칙에 

따라 교내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효율적인 

영어캠프가 될 것입니다. 

캠프는 ESL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영, 축구와 같은 

과외활동도 포함되어있어 학생들이 필리핀에서의 

캠프생활동안 학습과 함께 문화를 함께 체험핛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