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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WORLD
LEARNS TOGETHER
우리의 모토
배움을 사랑하고, 최대치의 인생을 영위하며 세상에게 선사되는 선물이 되자.

우리의 철학
학생 개개인은 우수성의 가능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은 보살핌과 함께 적정한 환경이 주어질때 증명된다.
학생들은 발굴되어 연마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핵심가치

■ 독립심
■ 자신감
■ 존중
■ 공감
■ 감사
■ 인내

회원기관 및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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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ional Product Quality Excellence Awards (생산품질 우수상 시상기관) - 필리핀
• Bureau of Immigration (이민국) – 필리핀



W I S웨스트필즈 국제학교의 특징
웨스트필즈 국제학교는 K-12 (유치원~12학년) 과정의 국제학교로서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의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의 학교장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방침과 영국 캠브릿지 대학
국제학교 프로그램의 기준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교가 위치한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의 고급 주택지역에 위치
• 만 2세에서 18세 까지의 영어를 통한 국제적 전인교육
• 11~12학년 캠브리지 대학 국제학교 과정 제공
• 다년간의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진
• 학업, 체육, 과외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 다국적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학급
• 개개인의 학업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 수업
• 최신 컴퓨터실
• 현대적인 교구들로 이루어진 과학실
• 출판물과 디지털자료들을 보유한 도서관
• 보충수업
• 제2외국어로서의 만다린(중국어)교육
• 기숙시설 제공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 홈스테이 알선
• 스쿨버스 운행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국제학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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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동계 영어 캠프

웨스트필즈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한국의 방학기간동안 웨스트필즈에서 정규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영어구역규칙에 따라 교내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효율적인 영어캠프가 될 것입니다.
캠프는 ESL수업 뿐만이 아니라 수영, 축구와 같은 과외활동도
포함되어있어 학생들이 필리핀에서의 캠프생활동안 학습과
함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W I S 웨스트필즈 국제학교의 학과정
웨스트필즈의 학과정은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11학년과 12학년은 캠프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 조기독서능력, 운동기능, 인지와 사회적 감정표현
개발에 집중된 교육프로그램

o 학급규모
• Toddler (아기반) : 10명
• Nursery (유아반) : 12명
• Pre-Kinder (기초유치원) : 14명
• Kindergarten (유치원) : 17명

■ 초등학교 : 언어, 수학, 과학, 대인관계 개발, 사회의 보편적
가치함량에 집중된 프로그램

학급o규모
• 1~2 학년 : 22명
• 3~5학년 : 25명

■ 중학교 :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어학, 수학, 과학과목을
통한 거시적인 긍정적 변화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o 학급규모
• 6학년 : 25명
• 7~8학년 : 27명

■ 고등학교 : 상호적이고 세심하며 다문화적인 배움의
환경 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탁월한
능력의 개발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o 학급규모
• 9~12학년 : 24명

■ 국제 교류 프로그램 : 한국, 스페인, 대만, 싱가폴 등의 국가들과 교육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o 본교에서의 하계, 동계 단기 영어캠프 (4주 ~ 6주)
o 스페인의 축구캠프 참가 (신청자)
o 대만, 말레이시아의 국제학생 토론회 참가 (선발)
o 싱가폴 수학 경시대회 참가 (선발)



W I S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국제학교 프로그램
www.cie.org.uk

캠브리지 국제 시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부속 캠브리지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170여
국가에 걸쳐 국제적 코스들과 시험 그리고 자격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vy League를 포함한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은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입학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필즈 국제학교에서도 2013년부터 캠프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11학년과 12학년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필즈의 캠브리지 국제학교 (국제 시험) 프로그램 학과정

+
웨스트필즈가 운영하고 있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11학년과 12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브리지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4가지 학과정중 Cambridge Advanced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Cambridge Advanced 과정은 현재 130여개국에서 연간
43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ambridge Advanced과정은 AS & A과정과 Cambridge Pre-U (대학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AS과정 (11학년)

1년과정이며 AS과정에 포함되는 과목들을 이수했을 시 캠브리지 국제학교와 연계된
대학에 입학과 함께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대학들, 미국의
450여개 대학, 그리고 싱가폴, 홍콩 등에 위치한 유수의 대학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o A과정 (11학년 ~12학년)

2년과정으로 A과정을 이수했을시에는 캠브리지 국제학교와 연계된 대학으로의 직접
입학이 가능하며 AS과정을 거쳐 A과정으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대학들, 미국의 450여개 대학, 그리고 싱가폴, 홍콩 등에 위치한 유수의 대학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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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웨스트필즈 국제학교에서의 캠프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 과목

55개의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 웨스트필즈 국제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목은 하기의 과목들이며
학생들은 어떠한 조합으로던 3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캠브리지 프로그램의 유연성이란 학생이
특정 과목부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의미 합니다.

• 영어 • 수학 • 체육
• 과학 • 역사 • 음악
• 심리학 • 법
• 미술 • 경영

세계의 캠브리지 국제프로그램 인정 대학교

o 영국 : Oxford, Cambridge 대학을 포함한 145개 영국의 대학들

o 미국 : Harvard, Princeton, Yale, Columbia, Cornel등 모든 Ivy League대학들을
포함한 70여개 대학들

o 캐나다 : University of Toronto를 포함한 40여개 대학들

o 싱가폴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국립대학교)을 포함한 유수의 대학들

o 홍콩 :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대학교)를 포함한 유수의 대학들

o 기타 국가들 :

• 호주 • 뉴질랜드 • 이집트
• 독일 • 네델란드 • 사우디 아라비아
• 사이프러스 • 아르헨티나 • 말라위
• 인도 • 파키스탄 • 케냐
• 아랍에미레이트 • 쿠웨이트 • 남 아프리카 공화국

캠브리지 국제학교 (국제 시험) 웹사이트(www.cie.org.uk/recognitionsearch) 를 통하여
캠브리지 국제프로그램 인정 대학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국제학교 프로그램
www.cie.org.uk

“우리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의 A레벨 내의 특정 기초과목들
또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대학준비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환영하는 바 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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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인증서

o AICE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Education) : 캠브리지 고등 국제 교육 수료증

o AS (Advanced Subsidiary) 레벨 인증서 : 준 상급 레벨
• AS 레벨의 시험은 보통 12, 13학년의 학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 1년에 과목당 170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이 권장됩니다.
• 13 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AS레벨의 과목과 A2레벨의 과목을 조합하여 학습합니다.

o A레벨 (A2) 인증서 : 상급 레벨
• 13학년의 우수한 학생들은 3개 (특별한 경우 4개) 과목을 A2레벨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왜 캠브리지 코스를 선택하는가?

o 유연성 :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 능력에 맞춰 레벨(Core/ Extension,또는 AS/A2)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o 엄격함 :
학생들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코스의 요구조건

o 국제적 평가기준 :
국제 자격증으로 국제적으로 최상위의 학생들과 견주는 대상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o 인증성:
전 세계의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시 제시할 수 있고 입학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

“우리가 캠브리지 국제학교 AS & A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부터
볼 수 있는 한가지 특징은 그들이 교실과 실생활에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MIT캠퍼스에 온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몇가지 요소들 중 하나 입니다.”

-스튜어트 슈밀, 입학처장, MIT (메사츄세스 공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워싱턴 대학교)에서는 배움에 강할 뿐만이 아니라 배움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도전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자신이 배운것들을 융합하는 것에 더욱 능합니다. 캠브리지 브로그램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학생들과 배움 그리고 결과를 양성합니다.”

-필립 볼링거, 부 교무처장,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 대학교)-



주소 : 21-2 Friendship Highway, Cutcut, Angeles City 2009, Philippines
홈페이지 : www.westfields-is.net
전화 문의 : 070.4656.0713 (인터넷폰)

+63-917-512-0713 (필리핀 현지)
한국어 이메일 : eduhom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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