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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교사양성 및 자격부여 제도의 시사점* 1)

강 영 하**2)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필리핀의 교사양성 제도를 직전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자격부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필리핀의 교사교육 역사와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자격부여 제도를
살펴보았다. 필리핀 교사교육의 역사는 스페인 식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출
발은 미군 점령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교사 교육은
준으로 그리고 필리핀이 독립되면서

1948년에

1929년에

초급대학 수

대학수준에서 실시되었고, 중등교사 교육은 2년제 초

급대학 수준에서 독립된 필리핀의 교사교육은 4년제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리핀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개념 강좌, 방법/전략 강좌, 교육실습, 특별주제 및 심화/내용 강좌로 구성되
어 있으며 졸업을 위해서는

174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교육 학사나 중등교육 학사를 받

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합격자에게만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필리핀의 교사교육과 자격부여 제도는 우리나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과정 중 교직과정을 방
법/전략 강좌를 강화하고 강좌별 학점을 3학점으로 상향할 필요, 교육실습을 체계화하고 전문 과정
강좌와 연계시켜 체계화할 필요, 그리고 교사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
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사교육, 필리핀 교사교육, 교사자격 시험, 필리핀 교육

Ⅰ

.

들어가는 말

교사 자격 제도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한
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
**

이 연구는 공주교대 2013년 파견교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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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한 가운데 교사가 있다. 즉, 교사의 질이 낮아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마련과 실천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교사양성과 자격부여, 더 나아가 임용 제도를 살펴서 좋은 점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그 동안 구미 선진국의 교사교육
제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교사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 이외의 아시아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국가들의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물론 선진국의 제도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
나 여타의 국가들의 제도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진국 이외의
국가의 제도에 대한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이
외 국가들의 교사교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은 오랜 독재와 이에 따른 부패의 만연으로 사실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오늘 날에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국가 가운
데 하나가 되었으나

1970년

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로 인식되어 왔

다. 특히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서구식 공교육과
교사교육 체계를 일찍 도입한 국가이다(김동엽, 정법모,

2012).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

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
나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이로
인해 교육도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져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교육이 우리나라 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교육이나 교사양성 및 자격부여와 관련하여 시사 받을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 독특
한 교사양성 제도나 자격부여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독특성은 다른 국가
의 교육, 교사양성 및 자격부여 제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필리핀의 교사 양성
과 자격부여 제도와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사양성과 자격부여 및 전
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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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필리핀 교사교육의 역사1)
필리핀 교사교육의 역사는 필리핀의 근대교육이 시작된 스페인 식민통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avellano,

․

1999).

이전에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종교교리

를 전파하기 위하여 초 중등 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육법령(Education
education)가

Decree

1863)이

1863년

교

공포되면서 필리핀 최초의 공교육 제도(public

확립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마을마다 학교를 설립하고 필

리핀 사람들에게도 취학 기회를 주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정의 남자 사범학교(normal
1871년에는
1901년
74호를

Fathers of Laity of Jesus는

school)를

마닐라 지역에 중등학교 과

설립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여자 사범학교 2개교가 개교되었다(Savellano,

1999).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필리핀 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는

법령

통하여 공립학교 조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리핀 사정을 고려한 미

국식 교육체제를 도입하였고, 마닐라에 4년제 중등과정인 필리핀 사범학교(Philippine
Normal School)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중등교육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Cebu와 Ilocos Norte에

사범학교가 개교되었고, 이어서

1917년에

Byaymbang, Leyte와 Albay에

도 사범학교가 설립되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재정과 교수의 부족
으로 공립학교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교사를 양성하지는 못하였다.
핀 교육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Monroe
Public Instruction)은

Survey)를

1925년에는

필리

기반으로 교육국(Department

of

필리핀 공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9년에

이르러 사범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초급대학 과정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이

시기부터

교사교육에서

Commonwealth Period)에도

수업

기술이

강조되었다.

필리핀

자치기(The

기본적으로 미국 식민지 시대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의 전통이 유지되었으나 지역사회와 공립학교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강조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되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1942년에

사범교육 기관이 다시 개교되었다.

필리핀 교육은 해방된 이후에도 미국의 지역사회 학교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사범학
교들도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격을 갖춘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
립 고등교육 기관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이 허가되어 사립대학들도 교사 양성 프로
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공화국 법률

교가 4년제 필리핀 사범대학(Philippine
1) 1970년

이전의 교사교육역사는

416호의

통과에 따라 필리핀 사범학

Normal College)으로

Savellano(1999)의

승격되어 초등교육 학사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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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of Science in Education)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초등교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중등교사 양성교육과 일관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전에도 중등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공식적으로 중등교사 양성 프
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인문대학(College
코,

1911년

of Liberal Arts)이 2년의

2011). 1913년에는 3년

필리핀 대학교(University

of Philippine)의

기본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부터이다(유네스

과정의 교육대학(School

of Education)이

설치되었고,

는 4년 과정의 중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교육학사(Bachelor
Education)를

1915에

of Science of

수여하였다. 필리핀 자치 시기와 일본 강점기 시기의 중등교사 양성 교육

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필리핀이 해방되면서 필요한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
립대학들도 중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47년에는

전

공과목과 부전공 과목으로 나누어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2개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교사교육 기관들은 교육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사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필리핀 교육부(Department

Order No. 8, s)는 1970년에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지침과 기본 원칙을 발표하여 직전 교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틀을 마련하였
고,

1983년에

이를 개정한

1983년

행정명령

26호를

발표하였다. 이 명령은 필리핀 생활

과 문화의 이상, 열망 및 전통을 내면화하고 효과적인 수업에 관한 지식을 가진 교사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사교육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양과정
(general

education),

specialization)를

전문 과정(professional

포함한 초등교육학사(Bachelor

education)

그리고 집중분야(area

of Elementary Education)

과정의 교육

과정을 규정하였고 입학, 재학 및 졸업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에는 행정명령

26호를

부분적으로 개정한 행정명령

37호를

of

1986년

발표하여 중등교육학사 프

로그램 실행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초등교육학사 프로그램의 집중분화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94년

고등교육법(Republic

Act No. 7722)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리는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Education:

CHED)가

담당하게

되었다.

MEMORANDUM ORDER(CMO) No. 11을

고등교육위원회는

on

1999년에

Higher
CHED

통하여 교사교육 기관의 임무, 학장과 교수

의 자격, 교육과정, 이수 학점, 학사 관리, 연구 및 학습지원, 그리고 입학자격 등에 관
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교사교육 기관과 교사교육 체제를 체계화하였다. 이 고등교
육위원회 명령에서는 교사교육 기관의 임무를 필리핀의 이상, 열망과 전통을 내면화하
고 교육학적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갖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교사양성 기관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허용하는 조직화
된 지식의 효과적 통합자,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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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습의 촉진자 그리고 학습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적 열망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영감을 주는 인간의 이상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정하는 헌신적인 인간 주의자
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을 요구하였다. 또 이 명령에서는 교사교육 기관 운영
의 책임자인 학장의 자격 조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교사자격 소지, 3년

․

이상의 교사교육 경력 그리고 3년 이상의 초 중등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인사로 한정

․

하였고, 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교사자격 소지와 3년 이상의 초 중등교사 경
력자로 규정하여 교사 경력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사교육 입학자격은 고등학
교 졸업자로서 심신이 건강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

155%이상인

자로 규정하였다.

교육과정은 초 등교사가 되려는 학생을 위한 초등교육학사(B.E.Ed) 과정과 중등교육학
사(B.S.Ed) 과정을 구분하였고, 초등교육학사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양과정(68학점), 전문
과정(57학점) 그리고 심화과정(24학점)으로 구성하여 졸업을 위해서는

149학점을

이수

하도록 하였다. 중등교육학사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은 초등교육학사
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중등학교에서 담당한 교과 관련 전공(36-40학점)
으로 구성하여 졸업을 위해서는
2004년

고등교육위원회는

161-164학점을

CMO No.30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통하여 역량기준 개념을 도입하였고, 초등

교육학사 과정에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하였으며
교육과정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의 이수학점 조정, 초등학사 과정의 내용학 과정 신설 등이다. 이 개정된 교육
과정은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다.

Ⅲ
1.

.

현행 직전교사 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과 교사 역량 기준
필리핀의 현재 교사교육은 [그림

어지고 있다(TEC,

1]과

같은 교사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

DepEd, & CHED, 2007).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리핀 교사의

양성과 임용 그리고 현직교육은 역량기반 교사 능력 기준을 중심으로 교사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등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력으로 직전교사교육, 국가
전문자격 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사자격 시험, 교육부와 국가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협력
하여 주관하는 교사임용시험, 교육부의 교사임용,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및 교사교육
기관이 관여하는 현직교사 전문성 개발 그리고 퇴직으로 이어지고, 이 연속과정의 각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합된 체제가 된다. 교사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핵
심요소는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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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태도 및 기능들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능력-기반 교사 기준(Competency-Based
Teacher Standards)이다.

능력-기반 교사 기준은 필리핀 교사의 중핵적인 가치와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원리에
기초한 교사수행과 발달체계에 반영되었다(TEC,

DepEd, & CHED, 200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체계는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높은 수행이 분명하게 나
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진다. 교사는 문화적
다양성, 집단의 열망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학생과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바람직한 특징을 보여주는 학습에
대한 사회적 존중, 학습 환경, 학습자 다양성, 교육과정, 계획, 평가 및 보고,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전문성 발달의 일곱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일곱 영역에
는 바람직한 교직 수행에 관한 일련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의 수행을 관찰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행지표가 된다. 이 체계는 교사들이 학습 촉진자로서 보다 효
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더 발달시켜야 할 분야는 물론이고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는
등과 같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HED/TEI
교사교육 진입

퇴 직

DepED/CHED/TEI
연수 및 전문성 개발

DepED
교사취임

국가 역량기반
교사 표준
(National Competency
Based Teacher Standards)

DepED and CSC
교사 수급 계획, 모집, 선
정, 배치 및 인정 체제

[그림 1]

교사교육 및 발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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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D/DepED/
Schools
직전교사 교육
초등/중둥

PRC
교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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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 학습 중시

영역 7:
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

영역 2: 학습환경

기본 방침
필리핀의 모든 교사는 학생
의 학습 수행을 고양하는 수업의
제공에 헌신하고 책임진다. 교사는
학생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집단열망 및 교육에서 가치 있게
간주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
들의 복지에 헌신한다.

영역 6:
지역사회 연계

영역 5:
계획, 평가 및 통지
[그림 2]

영역 3: 학습자의 다양성

영역 4: 교육과정

국가 역량기반 교사 표준의 기본 방침과 영역

학습 중시 영역은 교사가 학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연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긍
정적이고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영역
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표
<표 1>

1>과

같다.

능력-기반 교사 기준 학습 중시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1.

학습의 중시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수행 지표
1.1.1
1.2.2

1.1

학생을 위한 긍정적 역할모델

1.3.3
1.4.4
1.5.5

학교의
기한을
적절한
자신의
타인과

정책과 절차를 이행한다.
엄수한다.
복장을 한다.
행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다.
그의 아이디어를 존중한다.

학습 환경 영역은 학습에서의 개인차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학습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역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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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학습 환경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2. 학습 환경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2.1 공정성을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2.2 안정하고 학습에 도움 되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한다.

2.3 학습자에게 높은 학습기대를
전달한다.

2.4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일관
된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한
다.

수행 지표
2.1.1 (예컨대, 능력, 문화, 성) 다른 학습자들에게 호의적이고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유지한다.
2.1.2 학습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2.1.3 모든 학습자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2.1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한다.
2.2.2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활동을 마련한다.
2.3.1 학습자가 고차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학습 활동과 협동학습 활동을 활용한다.
2.3.2 학습자의 질문을 조장한다.
3.2.3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3.2.4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발전활동을 제공한다.
2.3.5 높은 수준의 학습 수행을 요구한다.
2.4.1 문제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존
중한다.
2.4.2 학습자의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한다.
2.4.3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과 학습행동의 발달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2.4.4 바람직한 학습자 행동에 대한 학교의 정책과 절차를
전달하고 지키게 한다.
2.4.5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2.4.6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2.4.7 교사와 교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조치
를 취한다.

학습자 다양성 영역은 교사가 먼저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학습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다양성
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촉진한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한
다. 이 영역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표 3>과 같다.
<표 3>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학습자의 다양성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3. 학습자의 다양성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3.1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잘
안다.

3.2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에 관심을
갖는다.

수행 지표
3.1.1 학습양식, 다중지능 및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
3.1.2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경험을 설계
하거나 선정한다.
3.1.3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기대를 규정하는 목표를 설
정한다.
3.1.4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진도를 조정한다.
3.1.5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학습자를 위하
여 다른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3.2.1 학습기회를 제공할 때 학습자의 다문화적 배경을 인
정한다.
3.2.2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을 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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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역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의 목표를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에 규정된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교수-학습 과정의 모든 요소들
을 말한다. 이 영역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표
<표 4>

4>와

같다.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교육과정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4. 교육과정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수행 지표
4.1.1 적절한 방법, 접근 및 전략을 활용하여 정확한 최신의 내용
지식을 전달한다.
4.1.2 자신의 교과영역의 언어, 문해 및 수량화 기능 발달과 가치
를 통합한다.
4.1.3 학생들에게 학습목표, 수업절차 및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
게 설명한다.
4.1.4 학습내용을 이전학습 및 이후학습과 연결시킨다.

4.1 교과에 숙달한다.

4.1.5 교수방법, 학습활동 그리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자료나
자원을 학습목표에 맞춘다.
4.1.6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기능을 사용하도록 고무하는 상황
을 조성한다.
4.1.7 내용을 유의미하게 만들고 학습자에게 적합하게 하여 교과
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유지한다.
4.1.8 필요하면 수업내용을 풍부화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물이나
아이디어를 통합한다.

4.2 학습자에 맞는 수업목표

4.1.9 교과 영역의 내용을 다른 분야의 내용과 통합한다.
4.2.1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를 분명히 전달한다.
4.3 배정된 수업시간을 효과

4.2.2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4.3.1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상적 절차를 마련한다.

적으로 활용한다.

4.3.2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맞게 수업을 계획을 세운다.
4.4.1 학습역량을 수업목표로 번역한다.
4.4.2 학습자와 학습목표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선정, 준비하고 활
용한다.

4.4 학습자와 수업목표에 적
합한 교수방법, 학습활동
그리고 수업자료나 자원
을 선정한다.

4.4.3 학습자의 학습양식, 목표 및 문화에 맞는 학습활동을 준비
하고 자료를 활용한다.
4.4.4 교과 및 학습자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수업기법을 활용한
다.
4.4.5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를 활용
한다.
4.4.6 학생들을 유의미한 학습에 참여시키는 활동을 제공하고 자
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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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평가 및 보고 영역은 수업목표에 맞추어 평가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
다. 특히, 이 영역은

(1)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수정하기 위한 평가 자료의 활용,

수-학습 활동의 계획과 수행에 평가 절차의 통합 그리고
<표 5>

(3)

(2)

교

학습자의 실제 성취와 행.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계획, 사정, 보고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5. 계획, 사정, 보고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5.1 학습자의 발전 정도
를 학습자, 부모 및
교장에게 즉시 분명
하게 전달한다.
5.2 학습을 점검하고 평가하
기 위해 적합한 평가 전
략들을 다양하게 개발하
여 활용한다.

5.3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다.

수행 지표
5.1.1 수업계획의 증거를 보인다.
5.1.2 계획에 따라 수업을 수행한다.
5.1.3 다양한 수업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인다.
5.2.1
5.2.2
5.2.3
5.2.4

교육과정에 맞추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준비한다.
포트폴리오, 글쓰기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평가기법을 활용 한다.
교수와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한 다.
교수와 학습의 문제점과 가능한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처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2.5 실생활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한다.
5.3.1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성장을 반추하고 점검하도록 고무
하기 위해 적기에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3.2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5.3.3 학습자의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학습자 및 학부모의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5.3.4 학습을 촉진하는 학교 활동에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학급활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학생의 경험과 열망과 유의미
하게 연결되어야 하다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은 특히 연계가
교과과정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사
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역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표

6>와

같다.

<표 6>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6. 지역사회 연계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6.1 지역사회의 열망에 부응하
는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수행 지표
6.1.1 학습의 성취를 위한 공동 책무에 지역사회를 포함시킨다.
6.1.2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다.
6.1.3 지역사회를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한다.
6.1.4 학습을 조장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6.1.5 학교행사와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 연결
망을 활용한다.
6.1.6 학생들이 학습한 바를 지역사회에 적용하도록 고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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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 영역은 교사가 교사 전문성에 대한 중시, 전문성 발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사로서 계속적인 진보에 가치를 두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역의 바람직한 수행요소와 지표는 <표
<표 7>

7>과

같다.

능력-기반 교사 기준의 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 영역의 교사 수행요소와 지표

영역 7. 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
바람직한 교수 수행의 요소

2.

수행 지표

7.1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고귀성
에 긍지를 갖는다.

7.1.1 교수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자세와 행동을 한다.
7.1.2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전문성 발달을 위
한 시간을 갖는다.
․ 교육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
․ 정기적으로 교육관련 자료 읽기
․ 교육연구 수행
7.1.3 열정, 융통성, 배려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
7.1.4 교수 철학을 가다듬고 내 보인다.

7.2 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료
들과 개인적인 연계를 갖는다.

7.2.1 최근 교육동향에 떨어지지 않는다.
7.2.2 최선의 실천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 연계망을
갖는다.

7.3 전문성 발달 목표 성취 정도에
대해 성찰한다.

7.3.1 자신의 수업의 질에 대해 반성한다.
7.3.2 학생, 동료, 장학진 및 협력교사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자신의 교수 수행을 개선한다.
7.3.3 학습자의 성취와 수행에 대한 개인적 책무를 수용한
다.
7.3.4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고치기 위하여 자
기 평가를 활용한다.

직전교사 교육과정
앞에서 보았듯이,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교육기관, 즉 사범대학에서 교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직전교사 교육프로그램은 고등교육 위원회의 명령
(CMO No. 30)에

따라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직전교사교육은 초등교사,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초등교육학사(BEEd) 과정과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중등교육
학사(BSEd)으로 구분된다.
고등교육위원회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역량을 지닌 교사를 양성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S6).
1.

고차적 학습에서 요구되는 문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학습 기능을 가진 교사;

2.

학습과정과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교사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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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과정이 보다 넓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과 어떻게

3.

관련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교사;
4.

자신이 가르칠 교사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사;

5.

교육과정 개발, 수업계획, 자료개발, 교육평가 및 수업방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
수과정의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교사;

6.

현장/학급 경험(즉, 현장관찰, 수업보조, 교육실습)을 가진 교사;

7.

교직 전문가의 전문성 및 윤리적 요구조건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

8.

광범위한 교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유
형의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사;
자신의 교수 지식, 기능 및 실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하여 교수과정의 기술,

9.

학생의 학습과정, 교과의 성격 그리고 학교와 교육의 과정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를 숙고할 수 있는 교사;
10.

교수 접근에 사고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이러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모험을 감수하고, 학생의 학습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

11.

교사로써의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계속 할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교사;교육과정은 교과과정 요서들이 통합되도록 설계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다양
한 학습경험에 기본지식, 이론지식, 방법지식 그리고 경험적 지식들이 서로 관련
되도록 구성되었다.

실제 교육과정은 <표

8>에서

점과 전문교육과정(Professional
문교육과정은 이론/개념 과정

보듯이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Courses) 63학

Education Courses) 51-54학점으로
12학점,

방법/전략 과정

24-27학점,

구성되어 있으며, 전
현장실습 과정

12학

점, 특수 주제 과정 3학점, 그리고 심화/내용 과정57-6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구분

교사교육 교육과정 개요

과정

교양 교육 과정

전문 교육 과정

이론/개념
방법/전략
교육 실습
특별 주제
심화/내용

계

교양 교육 과정의 강좌는

초등

중등

63

63

12
27
12
3
57

12
24
12
3
60

174

174

CHED Memorandum No.59에

따라 필리핀의 모든 대학생

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언어와 문학, 수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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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필리핀 역사와

Rizal의

생애 및 업적, 컴퓨터 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문 교육 과정은 교수 전문성의 발휘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
다. 프로그램은 이론/개념 코스, 방법/전략 코스, 교육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개념 코스는 아동과 청소년 발달, 학습 촉진, 교육의 사회적 기초 그리고 교수 전문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전략 코스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원리
읽기

1, 2로

1, 2,

학습평가

1, 2,

교육공학

1, 2,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발달적

구성되어 있다.

교육실습은 현장 학교에서 교수-학습 과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찰하고 실제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코스이다.

교사교육협의회(Teacher
그리고

고등교육위원회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TEC, DepEd & CHED, 2007)는

공동으로 교육실

Education

교육부(Department

2007년에

Council),

of

Education)

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실습 지침서(Experiential
Courses Handbook)를

다(DepED

Learning

개발하고 모든 교사교육 기관과 협력학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

Order No.3 s. 2007).

이 지침에는 현장연구와 수업실습의 성격과 내용 그리

고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교사교육기관들이 내실 있는 교육실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연구는 2학년부터 학기 당 1학점씩을 이수하여 졸업까지 총
6학점 102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학기의 현장연구는 해당 학기에 이수하는

전문과정의 이론/개념코스나 방법/전략코스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현장연구와 전문과정의 연구는 <표 9>와 같다.
<표 9>

현장연구 별 학점과 연계 강좌

현장연구

학점

연계 강좌

현장연구1-학습자 발달과 환경

1

아동․청소년 발달
학습 촉진
학습의 사회적 차원

현장연구2-교수-학습 과정 경험

1

교수원리 1, 2

현장연구3-학습 환경에서의 공학

1

교육공학 1, 2

현장연구4-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해

1

교육과정 개발

현장연구5-학습사정 전략
현장연구6-교사되기

학생 학습 사정1, 2
1

교수 전문성

교육실습의 정점인 수업실습에는 6학점이 배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전교사들은
현직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 수업을 계획, 수행하고 평가하는 순환과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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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수강한 전문 과정 강좌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험을 갖는다. 현장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업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능력기반 교사기
준과

CMO 30의

기준에 명시된 능력들을 숙달하는 기회도 갖는다. 종합하면, 직전 교

사들은 수업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도하는데 필요한 제반 수업기술을 습득하는 것
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질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 주제 강좌는 학생들의 요구와 해당 대학 교수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대학이
선정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이다. 학생들은 연구 분야와 관련된 특별 주제나 이
슈를 탐구할 기회를 가진다. 주제는 제한되지 않으나 복식학급 운영, 환경교육, 다문화
교육, 통합 수업 전략, 협동학습, 대중매체 활용 수업, 원격교육, 문제 중심 학습, 8주
교육과정, 학습격차 해소 및 토착민 교육 등이다.

․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은 초 중등 과정의 교육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지만 심
화/내용 강좌는 학사과정에 따라 달리 제공된다. 초등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초등 학사 과정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과와 관련된 강좌를 이수하거나 특수교육이나 유
아교육 강좌를 이수한다. 중등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중등학교의 교
과와 관련된 전공의 과목들은 이수한다.

Ⅳ

.

교사자격시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의 교사교육의 역사는 깊으나, 공식적으로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길지 않다. 필리핀은
Professional

Teaching)으로

알려진

Providing

for

1977년
the

교직 전문화 법(Decree

Professional

of

Regulating Their Practice in the Philippines(Presidential Decree 1006)가

시작되었다(Llagas,
1.

2012).

Teachers,

공포되면서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관은 아동과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태도의 발
달을 위한 아동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사에 의존한다.

2.

교직 종사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교사 충원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자격 조건의 간과되어 와서 교사의 전문성을 법
제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4.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년 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5.

국가 건설에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사의 사기를 높이
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교사 자신이 전문가로 인정받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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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 전문화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교육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문제
의 핵심은 교사이며, 이는 낮은 교사 훈련의 질, 교사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학생의 질
적 저하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에 낮은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Llagas,
이에 따라 필리핀 의회는 필리핀 교사 전문화 법(Republic

Act 7386, 1994)를

2012).

공포하였

다. 이 법에서도 국가 건설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PRC(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하에 Board for Professional Teachers를

하고 교사자격시험(LET;
법은
난

2004년에

1996년에

Licensure Examination for Teachers)을

개정되었다(RA

실시되었고,

9293).

97,560명이

첫 교사자격시험은

구성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

RA 7386이

공포 된지 2년이 지

응시하였다. 이 시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등교사 자격시험은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교사 자격
시험은 교양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교육 영역은 필리핀
어,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 과목으로 되어 있다. 전문교육 영역은 학습, 아동 청소년
발달과 교육, 교수원리, 수업방법 및 전략,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수 전문성 등으로 구
성된다. 중등의 전공영역은 영어, 생물, 화학, 수학, 필리핀어, 사회과, 음악, 미술, 체육
혹은 예체능과 같이 중등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험문제는
교양교육

150문항,

전문교육

150문항으로

구성되며, 중등의 전공교육

150문항으로

구성된

다. 시험시간은 각 영역 당 3시간이다. 교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두 영역(초등) 또는
세 영역(중등)의 점수 평균이
2014년의

응시하여
하여

11,120명이

70,786명

77,803명이

응시하여

응시하여

1996년

26일에

통과하여 합격률은

통과하여 합격률은

격 시험이 실시된
실시된

이상이고 각 영역의 점수는

경우, 교사자격 시험이 1월

12033명이

경우에

75점

26,767명이

1996년

이상이라야 한다.

실시되었고 초등의 경우에는

28.98%였으며,

28.41%였다.

25,301명이

50점

중등의 경우는

그리고 8월

통과하여 합격률은

합격하여 합격률은

14일에

42,358명이

응시

시험에서는 초등의

35.74%였고,

34.40%였다.

38,377명이

중등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는 교사자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즉, 교사자격 시험이

이후 교사자격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33%정도에

머물고 있다.

교사자격 시험의 실시로 교사의 질,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는지
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필리핀 학교의 수업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 주로
교과서에 의존해 왔던 교사들이 교수방법과 전략을 혁신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주변
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뒤지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전문성 발달을 위한 계속교육이나 석
사과정이나 박사 과정 수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으며, 교사들은 수업에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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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필리핀의 교사양성 제도를 직전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자격부여 제도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필리핀의 교사교육의 역사는 스페인 식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출발은 미군 점령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등학
교 수준의 사범학교로 출발된 초등교사 교육은
리핀이 독립되면서

1948년에

1929년에

초급대학 수준으로 그리고 필

대학수준에서 실시되었고, 중등교사 교육은 2년제 초급대

학 수준에서 독립된 필리핀의 교사교육은 4년제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교사교육의 발전과정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즉, 두 나라 모두 초등교
사 양성은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출발하여 초급대학으로 그리고 대학 수준으
로 발전되었으며, 중등교사 양성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나라의
교사양성 제도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초등교사 양성 기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립인 교육대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사립대학까지 양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교양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
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 과
정은 이론/개념 강좌, 방법/전략 강좌, 교육실습, 특별주제 및 심화/내용 강좌로 구성되
어 있으며 졸업을 위해서는

174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교육 프로그

램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 과정에서 이론/개념 강좌보다 방법/전략 강좌와 교육실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실습을 세분화하여 이론/개념 강좌와 방법/전략
강좌와 연계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수업실습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필리핀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무시험검정으로 교사자격을 부여하
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범대학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등교육 학사나
중등교육 학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합
격자에게만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리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자격부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과정 중 교직과정을 방법/전략 강좌를 강화하고 강
좌별 학점을 3학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직과정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 교육행정과 같은 소위 기초강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과정, 교육평
가, 수업전략, 생활지도나 학급관리와 같은 방법/전략 강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근래에 효과적인 교사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사 높은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능력을 가진 교사로 정의하고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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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생활지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방법/전략 관련 강좌의 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실습을 체계화하고 전문 과정 강좌와 연계시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의 교육실습은 현장연구와 수업실습으로 구분하고 현장
연구를 개념/이론 강좌 및 방법/전략 강좌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연구나 수업실습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실습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사교육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교육실습과 이수 강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 관찰하거나 실습할 것인지
를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실습이 직전교사로
하여금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의 특징이나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사로 성장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과 이수 강좌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구조화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질 높은 효과적인 전문적인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의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문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
로 필리핀 교사의 자긍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고 노력하도록 동기화하였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 변호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취득
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게 별도의 자격시험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직을 전문직으로 교사를 전문가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부작용으로 학원 강사가 교사보다 교육 전문가로 더 인정받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사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이 교사를 전문가
로 인정하고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
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시험과 같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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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s of Teacher Education and Licensure
Examination of Philippines
Kang, Young-ha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was to review Philippines,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license examination and searching for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e history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recent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teacher
license examination system were surveyed. The Filipino teacher education was
started from Spanish period but the systematic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was
started from American era.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are divided into
theory and concept courses, methods and strategies courses, field courses, special
topics courses and content courses. All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 have to
complete 174 units in general education courses and professional courses. To be a
licensed teacher in Philippines, a graduate teacher education courses have to pass
the licensure examination for teacher. It was suggested that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especially methods and strategies courses units were strentherned and
elevated the units per courses, field study courses were linked with theory/concept
courses

and

method/strategies,

and

administered

the

examination

for

teacher

licensure.

Key words: teacher education, license for teachers, education in Philippines,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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