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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ICS EduCon 은 2003 년 설립 된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인 LEEMENS & Company Inc.로부터 독립되어 개인과 교육기관 

등에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CS EduCon 의 자체 교육 프로젝트인 2015 년도 ICS Program(국제 직무능력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이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세계 170 여개국의 국제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된 세계 유수의 대학들로의 진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Harvard, Princeton, Yale, Columbia, Cornel 과 같은 미국의 Ivy League 대학들과 

영국의 Cambridge 대학, Oxford 대학을 포함한 세계 유수 대학으로의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또한 캠브리지 국제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대학으로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몇 군데 있으나 한국에서의 국제학교 

입학은 내국인들에게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ICS EduCon 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내의 가장 안전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학교에서 운영되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바 입니다.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국제학교는 시설과 교육체계에 있어서 영국의 캠브리지 국제학교 본교의 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고 있기에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타국의 캠브리지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캠브리지 국제학교의 학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Westfields International School (웨스트필즈)에서의 캠브리지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함에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We welcome applications from students who are 
studying towards the full Cambridge Pre-U 
Diploma or certain Principal Subjects within the 
qualification alongside A Levels.” 
 
-University of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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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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ields 국제학교의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 (국제 시험) 소개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 (국제 시험) 이란? 

 

 

캠브리지 국제 시험은(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CIE / www.cie.org.uk) 영국 캠브리지 대학 부속 

캠브리지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170 여 국가에 걸쳐 국제적 코스들과 시험 그리고 자격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vy League 를 포함한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은 캠브리지 국제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캠프리지 

국제프로그램 이수를 입학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Westfields 국제학교 (웨스트필즈)에서도 2013 년부터 캠프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11 학년과 

12 학년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필즈의 캠브리지 국제학교 (국제 시험) 프로그램 

 

     +   
 

웨스트필즈가 운영하고 있는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11 학년과 12 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브리지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4 가지 학과정중 Cambridge Advanced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Cambridge Advanced 과정은 현재 

130 여개국에서 연간 43 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ambridge Advanced 과정은 Cambridge International AS and A Level (AS & A과정)과 Cambridge Pre-U (대학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AS과정 (11 학년) 
 

1 년과정이며 AS 과정에 포함되는 과목들을 이수했을 시 캠브리지 국제학교와 연계된 대학(‘세계의 캠브리지 프로그램 

인정 대학교’ 참조)에 입학과 함께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대학들, 미국의 450 여개 대학, 

그리고 싱가폴, 홍콩 등에 위치한 유수의 대학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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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과정 (11 학년 ~12 학년) 
 

2 년과정으로 A과정을 이수했을시에는 캠브리지 국제학교와 연계된 대학으로의 직접 입학이 가능하며 AS과정을 거쳐 

A과정으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대학들, 미국의 450 여개 대학, 그리고 싱가폴, 홍콩 등에 위치한 

유수의 대학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o WIS 에서의 제공 과목 
 

55 개의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 WIS 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목은 하기의 과목들이며 학생들은 어떤 조합으로던 3 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캠브리지 프로그램의 유연성이란 학생이 특정 과목부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의미 합니다. 

• 영어 

• 과학 

• 심리학 

• 미술 

  

 

 

세계의  캠브리지 국제프로그램  인정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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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국 : Harvard, Princeton, Yale, Columbia, Cornel 등 모든 Ivy League 대학들을 포함한 70 여개 대학들 

o 캐나다 : University of Toronto 를 포함한 40 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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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사이프러스 

• 인도 

• 아랍에미레이트 

캠브리지 국제학교 (국제 시험) 웹사이트(www.cie.org.uk/recognitionsearch) 를 통하여 캠브리지 국제프로그램 인정 

대학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학 

• 역사 

• 법 

• 경영 

	

• 뉴질랜드 

• 네델란드 

• 아르헨티나 

• 파키스탄 

• 쿠웨이트 

• 이집트 

• 사우디 아라비아 

• 말라위 

• 케냐 

• 남 아프리카 공화국 

• 체육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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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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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S(Advanced Subsidiary) 레벨 인증서 : 준 상급 레벨 

• AS 레벨의 시험은 보통 Year 12, Year 13 학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 1 년에 과목당 170 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이 권장됩니다. 

• Year 13 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AS레벨의 과목과 A2레벨의 과목을 조합하여 학습합니다. 

o A level (A2) 인증서 : 상급 레벨 

• Year 13(Form 7)의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은 3 개 (특별한 경우 4개) 과목을 A2 레벨 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왜 캠브리지 코스를 선택하는가? 

o 유연성 :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 능력에 맞춰 레벨을(Core/ Extension, 또는 AS/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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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things we find with students who have studied 

Cambridge International AS and A Levels is that they have a real 
depth of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that they have had 
classes in, and a real engagement with it.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we find really help students succeed once they get 
to our campus.” 
 
Stuart Schmill, Dean of Admissions,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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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캠퍼스에 온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몇가지 요소들 중 하나 입니다.” 

-스튜어트 슈밀, 입학처장, 메사츄세스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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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성적 

캠브리지 시험은 보통 2~3 개의 paper 로 구성되며, 시험 시간은 과목에 따라 45 분~3 시간 소요된다. 결과는 100 점 만점 

환산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며 AS와 A레벨은 다음과 같이 5 개의 통과 등급으로 나뉩니다; 

A(80% 이상), B(70-79%), C(60-69%), D(50-59%), E(40-49%).  

시험은 엄격히 치루어지며 그 결과는 국제 평가 기준에 의거합니다.  

대학 입학 조건 

o CIE(캠브리지 국제 시험) 자격증은 세계의 많은 대학으로부터 인정 

• 수리 능력: IGCSE 레벨 수학 D 이상 

• 문학능력: AS레벨 영어 또는 영문학 E 이상 

• 일반 조건: 3 과목 이상의 D와 UCAS(University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s) 평가표에 따른 

평가에서 120 포인트 이상.  (<예> D-4개 또는 C-3 개 또는 AS level 에 B,C,D) 

o AS레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을 경우 바로 대학교 입학가능 

o A레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을 경우 대학교에서 학점인정 가능 (<예> 예일대학교 및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A 와 B 이상의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UCAS (University and College Admission Service – 대학 입학 승인 서비스)  포인트 표 

Grade % AS 레벨 A 레벨 

A 80% 이상 60 포인트 120 포인트 

B 70 ~ 79% 50 포인트 100 포인트 

C 60 ~ 69% 40 포인트 80 포인트 

D 50 ~ 59% 30 포인트 60 포인트 

E 40 ~ 49% 20 포인트 40 포인트 

 

 

 

 

 

 

 

 

“Cambridge International A Levels are the ‘gold standard’ qualification. They are 
based on rigorous, academic syllabuses that are accessible to students from a 
wide range of abilities yet have the capacity to stretch our most able.” 
 

-Mark Vella, Director of Studies, Auckland Grammar School, New Zealand-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 A레벨은 ‘골드 스탠다드’ 자격 증명서입니다.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활짝 펼 수 있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엄격하고 
교육적인 학습적 개요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크 벨라, 학습 이사, 오클랜드 문법 학교,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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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필즈 국제학교 (WIS) 소개 

웨스트필즈 국제학교는 1998년에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개교 하였으며 스위스 국제학교협회, 미국 학교장 트레이닝 센터, 

필리핀교육부 등의 인가하에 운영되고 있는 K-12 국제학교 입니다. 

o 학과정 : K-12 과정 + 캠브리지 국제학교 프로그램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 

o 총 학생수 : 약 450명 

o 학생 국가 :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인도 등 약 30 개국 

o 부대시설 :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o 인증기관 

• ISA : 국제학교 협회 (스위스) 

• PTC : 학교장 트레이닝 센터 (미국) 

•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 

o 주소 : 21-2 Friendship highway Cutcut Angeles City 2009, Philippines 

 

 

 

 

 

 

 

 

 

 

 

 

 

o 홈페이지 

• 영문 : http://westfields.edu.ph   

• 한글 : http://www.westfields-is.net/  

 

o 한국마케팅 부서 (한국어) 

ICS EduCon 이 웨스트필즈의 한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 070-4656-0713 (인터넷 폰) 

** 부재중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eduhome21@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eduhome21 

• 라인 아이디 : eduhome21 

• SENIA : 아시아 특수 교육 네트워크 

• DepEd : 필리핀 교육부 

• 필리핀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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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ere are tremendous benefits to pursuing the Cambridge curriculum. 

It is a proven international curriculum for success in higher education and we 

know that students who pursue it have been successful around the world.” 

 

–Jerry Lucido, CERPP Executive Direct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캠브리지 과정을 추구함에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자들의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성공으로 입증된 국제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는 이미 캠브리지 과정 이수자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제리 루시도, CERPP 이사, 남가주 대학교-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students 

who are not only good at learning, but who love to learn. These students are 

willing to be challenged, willing to dive into new things, and often more able 

to synthesize what they have learned. The Cambridge approach fosters such 

students, such learning, and such results.” 

 

-Philip Ballinger, Associate Vice-Provost for Enrollment and 

Admissions,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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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alue Cambridge preparation because the students we have received with 

that kind of preparation have done very well at the University. We like the fact 

that no matter where they come from, they come prepared.” 
	
-John Barnhill, Assistant Vice President for Enrollment, Florida State 

University- 

“우리가 받았던 캠프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본교의 생활을 우수히 수행하였기에 

저는 캠브리지 프로그램을 값지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건과는 

상관없이 모두 준비되어 온다는 그 사실을 존중합니다.” 
	
-존 반힐, 입학처 부처장 어시스턴스,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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