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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교육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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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 서울신문 / 2022. 11. 24.(목) 

□ 제목 : “교육부 새빨간 거짓말…‘자유민주주의’ 용어 합의 없었다”

/ “교육부, 독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넣어...합의 없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갈등은 역사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있어 왔고, 

지난 8월 30일 2022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이 최초 공개되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수록에 대한 의견과 연구진 

시안과 같이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ㅇ 이에, 여러 차례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진에게 검토․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쟁점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 확정․고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교육부가 

독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넣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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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22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쟁점사항 

조정을 위한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진 자체 수정․보완을 

요청하고자 각론조정위원회(9.21.)와 개정추진위원회(9.26.)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각론조정위원회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혼용) 등을 참고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추가적인 조정을 위해 개최된 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권고 대신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연구진

에서 자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9.30.)에서는 ‘6․25 남침’ 반영 등은 

보완되었으나 ‘민주주의’ 용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청회 및 국민참여소통채널(2차) 등에서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수록 요구가 지속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14.)에서 추가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관련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및 공청회 의견,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문 

및 논의 결과 등을 연구진에 전달하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ㅇ 정책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10.19.)한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

에도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반영되지 않아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기 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개정추진위원회(10.20.),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11.7.)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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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유’를 반영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ㅇ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 시마다 반복된 ‘민주주의’ 용어 

관련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잦은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헌법, 관련 법률, 헌재결정례, 역대 교육과정․교과서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부 조정 방안이 상정되었으며, 

 ㅇ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행정예고(11.9.~11.29.)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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