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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1. 29.(일) 09:00

(지  면) 2023. 1. 30.(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1. 27.(금) 15:00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383)

평생학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우준성 (044-203-6384)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기초 문자해득교육에서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대 -

주요 내용

□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0만 명으로

(2020 성인문해능력조사),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문자해득교육에서 디지털․금융 등 

각종 생활밀착형 문해교육*까지 지원 확대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당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은행 계좌 이체 등 생활 문해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번 계획은 ①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추진, ②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③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비전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

목표 문해 가치 높이기, 문해 인식 넓히기, 문해 존재 빛내기

추진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해교육에 접근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교육분야 기초 문해교육 중심 è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장
교수·학습 오프라인 강의 중심 è 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추진체계 산발적 정책추진체계 è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2023년 사업 중점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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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올해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은행 계좌 이체 등 생활 문해

 ㅇ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온라인 채널*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 제공 및 관련 안내서 제작·

보급을 통해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및 국가문해교육센터 e-학습터(le.or.kr) 

 ㅇ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계속 지원 확대]

□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읽기·쓰기·셈하기) 

문자해득교육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ㅇ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하고,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가 직접 경로당·

마을회관·가정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운영 지원한다.

   -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촉진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

(2022년 기준 11만부)도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전화(1600-6759), 온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



- 3 -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연계,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

□ 한편,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가 완비됨(2022년)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연계․협력하여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교원 연수 등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 가장 가까운 문해교육기관 찾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붙임2 참조]

 ㅇ 특히,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를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2022년 전국 시화전 수상작 일부 발췌

 “ 내 인생 최고의 봄날 ” (예장옥 作)
 평생 글 모르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를 거쳐
 예순여덟에 한 마리 나비가 되었네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의 칭찬을 벗삼아
 글밭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글 향기에 퐁당 빠진 내 인생 최고의 봄날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ㅇ “교육부도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현황통계

【붙임2】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운영 현황 

【별첨】｢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우준성 (044-203-6384)
주무관 김유진 (044-203-6385)

교육연구사 금은 (044-203-639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책임자 센터장 서영아 (02-3780-9752)

담당자 센터원 최진영 (02-3780-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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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통계

□ 2023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예 산 ◦ '23년 총 68.8억원 (’22년 대비 11.4억원 증액) 

추진목적
◦ 교육기회를 놓친 비·저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

주요내용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150백만원)
  ※ 전국 단위 공모(1월~3월)를 거쳐 문해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문해교원 연수 실시(900백만원)

◦ 광역 지자체 연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1,160백만원)
  ※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리 및 기관 컨설팅 실시 등

◦ 성인문해능력조사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560백만원)

◦ 대한민국 문해의달 선포식 및 시화전 개최(110백만원)
  ※ 세계 문해의 날(9.8. 유네스코 지정) 기념하여 각종 홍보활동 추진

향후일정
◦기본계획 수립(1월) → 프로그램 지원 신청 공고(~2월) → 선정 및 

지원(~3월) → 성인문해능력조사(5월~) → 각종 홍보활동 추진(~12월)

□ 주요 현황통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 해당

구분 수준 정의 비율
(%)

추정인구
(명)

수준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4.5 2,001,428

수준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4.2 1,855,661  

수준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1.4 5,039,367

수준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능력을 갖춘 수준(중학 학력 이상 수준) 79.8 35,184,815

합계 100 44,081,271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20) 결과임(유효표본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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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운영 현황

광역 지정처 주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문해교육센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04168 서울특별시마포구새창로7, SNU장학빌딩 14층
w 문의처: 02-719-6420
w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부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47705 부산광역시동래구차밭골로 38-1, 1층
w 문의처: 051-580-9017
w 홈페이지: https://www.ble.or.kr/

대구광역시
문해교육센터

대구시행복진흥원
대구평생교육
진흥원

w 주소: (우)4154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 40, B동
w 문의처: 053-215-1812
w 홈페이지: https://dle.study.daegu.kr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센터

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21558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585, 한국씨티은행빌딩12층
w 문의처: 032-722-7200
w 홈페이지: https://itle.or.kr/

광주광역시
문해교육센터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62383 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로152번길 53-27, 4층
w 문의처: 062-600-5222
w 홈페이지: https://www.gie.kr/

대전광역시
문해교육센터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34863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01, 보문산관 3층
w 문의처: 042-250-2700
w 홈페이지: https://www.dile.or.kr/

울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

울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44702 울산광역시남구번영로 224, 남구문화원 4층
w 문의처: 052-288-7409
w 홈페이지: https://www.ulsaninjae.or.kr/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센터

세종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7(어진동, 정부세종청사문화관) 2층
w 문의처: 044-865-9670
w 홈페이지: https://www.sjhle.or.kr/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16205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95, 별관 2층
w 문의처: 031-547-2611
w 홈페이지: https://www.gill.or.kr/

강원도
문해교육센터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24455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89, 세종캐슬빌딩1층
w 문의처: 033-254-7777(내선번호 258)
w 홈페이지: http://inja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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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정처 주소 및 문의처

충청북도
문해교육센터

충청북도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28517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102-1 충북연구원1층
w 문의처: 043-224-0262
w 홈페이지: https://www.cblll.or.kr/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32263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4층
w 문의처: 041-635-1200
w 홈페이지: https://www.cile.or.kr/

전라북도
문해교육센터

전라북도평생
교육장학징흥원

w 주소: (우)5494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백제대로428, 2층
w 문의처: 063-276-8310
w 홈페이지: https://www.jbiles.or.kr/

전라남도
문해교육센터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58567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82, 전남전문건설회관8층
w 문의처: 061-285-9489
w 홈페이지: https://www.jntle.kr/

경상북도
문해교육센터

경상북도인재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38450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황길 34
w 문의처: 053-856-7002
w 홈페이지: https://www.gitle.or.kr/

경상남도
문해교육센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w 주소: (우)51430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용지로248, 경남연구원3층
w 문의처: 055-239-6100
w 홈페이지: https://www.gndamoa.or.kr/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w 주소: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사로 43(삼도이동)
w 문의처: 064-744-9852
w 홈페이지: https://www.jile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