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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9. 29.(목) 12:00

(지  면) 2022. 9. 30.(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9.(목) 08:30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총 괄>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효진 (044-203-6386)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실시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세계 32개국의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조사

□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만 16~65세 

성인 9,2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실시한다.

   *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동 주관, △통계청: 조사 수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결과 분석 등  

 ㅇ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ㅇ 조사 대상은 만 16세~65세의 성인 9,200명이며,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

가구를 선정한 후, 해당 가구의 구성원 1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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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사 내용은 크게 ‘개인배경 설문’과 ‘자기기입 조사’로 나뉘며, ‘개인

배경 설문’에는 교육훈련 경험, 경제활동 상태, 임금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고, ‘자기기입 조사’에는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

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조사 개요 >

 ￭ (기간) 2022. 9. 30.(금) ∼ 11. 28.(월)

 ￭ (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6세~65세 성인 9,200명(9,200개 표본가구의 가구원) 

 ￭ (내용) 개인배경 설문*, 자기기입 조사**

  * 교육훈련 경험, 경제활동 상태, 임금 등 / **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 결과는 2024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누리집 (www.oecd.org/skills/piaac)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붙임】국제성인역량조사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총괄>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효진 (044-203-6386)

<공동>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권진호 (044-202-7269)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272)

<공동> 통계청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2-481-3810)

통계대행과 담당자 서기관 이동근 (042-481-3811)

<공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송창용 (044-415-5138)

지역고등교육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위원 민숙원 (044-415-3761)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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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국제성인역량조사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