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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농정에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부족과 이해 부

족으로 인해 기본 취지를 훼손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다수 농업인, 농촌 

주민들은 어떤 농정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소수 

지역 유지들의 견해에 부화뇌동하거나 관련 행사에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행태가 만연하다. 깨어 있지 않은 농촌의 비민주적 행태와 정책 효율성 저

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와 삶의 관계, 문해교육 실태와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해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정보와 방안이 농촌 노인 문해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관련 정책 기획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 수행과정 중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해

주신 국가문해교육센터 이세정 센터장과 관계자, (사)한국문해교육협회장 

전은경 교수님,  전국야학협의회 박영도 회장님, (사) 전국문해·기초교육협

의회 김인숙 대표님, 현장 전문가 영암군 전성원, 곡성군 나애경 선생님, 지

역사례 조사를 도와주신 고령군, 곡성군, 논산시, 무주군 문해교육 담당자, 

설문조사를 도와준 리서치앤리서치 관계자, 외국사례 조사에 협조해 준 아

일랜드 NALA(National Adult Literacy Agency), AnCosan, 그리고 UIL(Unesco 

Institute of Lifelong Learning)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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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와 삶의 관계, 문해교육 실태와 

지자체 사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문헌 연구, 기존 통계분석, 설문 조사, 사례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

하여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를 다루었다. 문해 의미와 수준을 정의하고, 기존 통계 및 

이 연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과 비문해원인, 비문

해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 노인의 절반 이상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읍보다는 면지역,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의 비

문해가 심각하였다. 농촌 노인의 1/3 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문해 노인의 경우 거의 이들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문해와 농촌 노인의 삶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서비스 이용, 농

업·농촌 서비스 이용 정도를 높였고, 정치에 대한 관심, 농촌 노인의 건강 

인식, 자존감, 삶의 질 만족과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문해 노인의 

삶에 대한 영향력은 문해수준에 따라 다소 달랐는데 비문해에 비해 반문해

나 기초문해 등 중간단계의 문해수준보다는 기능문해일 경우 더 높았다. 

제4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정책 및 공급 실태를 다루었다. 문해교

육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사업으로 실시되고,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

터 설립으로 국가적 사업 추진틀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농촌의 문해교육 정

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농정당국의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문

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농촌 지자체 간의 격차가 작지 않았다. 실제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량에 비해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였고, 비문해자의 문

해교육 참여비율은 5% 미만이었다. 농촌의 문해교육은 마을별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과 연계 등 비인정 과정의 형태로 제

공되어 프로그램의 안정성, 품질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5장에서는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활성화 사례를 다루었다. 문해교육이 활성화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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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와 비활성화된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 촉발요인(국가사

업, 지자체장의 의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열정, 시민사회 역량)과, 문해교

육 시스템 구축(지원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운영) 및 발전 과정(문

해교원 육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질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킹)

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농촌 노

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 문해력의 기본방향으로 

‘문해에 대한 정부(중앙, 지방)의 책무성 강화’, ‘문자해득교육에서 벗어나 

생애 역량개발로 연계’,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문해 

정책의 개선 과제로는 ① 문해교육의 비전, 영역 재설정, ② 쉬운 국어쓰기 

운동, ③ 문해 관련 통계·조사 사업 개선을 제안하였다. 농정 당국의 책임 

하에 농촌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농촌 문해교육 발전을 위

한 추진 과제로는 ④ 농림어업인 삶의 질 계획 하에 문해 정책 추진·관리, 

⑤ 농업·농촌형 문해교재 개발·보급, ⑥ 농촌 문해교사 양성·조직화·연수 

지원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

제로 ⑦ 지자체 문해교육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⑧ 문해에 대

한 기본 인식수준 제고 및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개선, ⑨ 농촌 학교를 통

한 문해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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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Advance Rural Elderly Lite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ural elderly people's literacy and 
investigate how to advance their literacy level. This study examined the re-
lation between such literacy level and quality of life, and suggested the ef-
fective educational policies to improve the literacy level in the rur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research, existing 
statistics, professional conferences, personal interviews, case studie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First, this study analyzed elderly people's literacy level in the rural com-
munity by defining literacy and developing the measures to evaluate liter-
acy level by analyzing previous literature. Existing statistics and the survey 
data in this study showed that literacy education was necessary for about 
58% of elderly people in the rural community that was two or three times 
more than those in the urban area. It also indicated that one-third of rural 
elderly people with a low literacy level experienced difficulties in using 
public services that a regular person can use without difficulty.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elderly people’s liter-
acy level and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communit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literacy level 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The econometric analysis with the survey and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showed that elderly people with a high literacy level were 
more likely to obtain social support, use public services, and care about po-
litical events than those with a low literacy level. It also indicated that the 
high literacy level improved mental health condition, financial status, and 
their quality of life. In addition, functional literacy was the more significant 
factor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an basic literacy.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y of literacy education to erad-
icate illiteracy in the rural community by investigating the literacy educa-
tion polic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show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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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of people with a low literacy level in the rural community had never 
received literacy education, although there was high demand for it. One of 
the reasons for the low participation would be inappropriate educational in-
terventions by government that failed to meet the demand in the rural 
community. Another reason would be the restricted access to literacy edu-
cation service in the rural community, such as insufficient education in-
formation, fear of being late, health problems, and insufficient time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 activating literacy educa-
tion by visiting well-managed and ill-managed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nd comparing such governments. The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gov-
ernment groups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with well-managed lit-
eracy education programs had the sufficient amount of investment in liter-
acy education. They founded laws to construct the effective governmental 
system to support literacy educa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with 
ill-managed literacy education programs fail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iteracy education, despite many prospective consumers. These governments 
were not interested in founding laws for literacy education and did not 
have a motivation to invest public funds in literacy education.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nd the relevant best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direction and practical measures of governmental 
policy for higher literacy level. For the basic direction, the governments 
need to set goal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lifetime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as well as 
literacy education, and develop the literacy education policy fit for the eld-
erly people the rural community. Educational authorities also need to sup-
port the link between basic literacy education and advanced/applied literacy 
education and provide the rural community with an effective policy that 
satisfies the educational demand in the rural community. For the practical 
measure of public policy, this study suggested the governmental system 
that supports the easy Korean campaign, improves quality of life in the ru-
ral community, constructs a statistical database for literacy in the rural 
community, develops literacy textbooks for rural elderly people, proposes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discovers the demand for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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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요즘도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문해가 뭐야?” 상당수 사람들이 21세

기 한국 사회가 문맹(文盲)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교

육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성인들이 있느냐는 것

이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나 종사자가 아니면 문해(文解)란 용

어가 뭐냐고 질문한다. 비문해 노인 문제가 도시보다 심각한 농촌에서도 

지금 시대에 무슨 문해교육이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

해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80년 동안 본인 이름 석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글씨를 

몰라서 일회용샴푸를 겔포스로 잘못알고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농약

인 줄 알고 뿌렸던 것이 제초제여서 일년 농사를 눈물로 망쳐야 했고, 

팔십 평생 본인 혼자 힘으로 버스를 타고 고향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인 

채로 살아야 했던 분들(송성숙 2010)

  국가 사회적으로는 농업인, 농촌 주민의 낮은 문해력은 각종 농업 정책

이나 사회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 농정과 삶의 질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현장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새로 나온 농약의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엉뚱하게 작물에 살포하여 1년 농사를 망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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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이선아 2009). 또한 농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각종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사업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

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낮은 문해력 수준은 의료기관 이용의 어

려움을 포함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을 어렵게 하여 결국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망률 증가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Baker et 

al. 2007; 권명순·노기영·장지혜 2013 재인용).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농

업인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농촌 개발 관

련한 각종 사업이 주민 주도로 상향식으로 이뤄질 수가 없다. 많은 경우 

다수 농업인, 농촌 주민들은 어떤 농정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가 많고, 일부 소수 지역 유지들의 견해에 부화뇌동하거나 관련 행사에 수

동적으로 동원되는 행태가 만연하다. 

  관련 통계를 보면 농촌의 비문해는 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

총조사(통계청 2015a)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농가인구의 42.9%가 무학

이고, 92.9%가 초졸 이하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비문해율은 16.2%로 도시(중소도시 7.2%, 대도시 5.7%)에 비해 월

등히 높다. 농촌 노인의 경우 비문해율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

직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농촌 노인들은 문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관련 정책뿐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나 연구도 부족하다. 1998년 평생교육법 개정과 함께 평생

교육 정책 추진체제 확립,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 추진은 성인 문해교

육 사업의 기반이 되었다(변종임 외 2012: 49).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

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

원(2008년), 성인 문해 교과서 개발(2007년),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

(2009년) 등이 이뤄졌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는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식

해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

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진흥을 위해 최근 국가문

해교육센터(www.le.or.kr)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저학력 고령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도시에 비해 학습관련 환경(시설, 

프로그램의 질)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마상진·조미영·한영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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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심의 문해관련 연구는 매우 활발하지만, 농촌 주민 대상 교육은 일

부 지자체 단위의 연구(전은경·최영창 2012)를 제외하고 거의 부재하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와 삶의 관계, 문해교육 실태와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을 분석한다

  둘째, 농촌 노인의 삶과 문해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농촌 노인 문해교육 정책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다섯째,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을 개발한다.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다양한 연구들이 농촌 노인 문해와 관련하여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크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교육 실태와 효과, 문해교육 관련 문제점 및 

제고 방안 연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1. 문해 실태

  우리나라 문해 실태는 해방 이후부터 간간히 보고되어 왔다. 미군정기, 

해방 직후 78%의 문맹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기능문해 개념을 도입

한 한국 최초의 체계적 조사인 중앙교육연구소의 1959년 전국 문맹자 표

본조사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

해력 기준)을 22.1%로 보고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희수 외 2002)의 조

사에서는 24.8%(20세 이상 초등 6학년 수준)로 보고하였다(전은경·최영창·

배지홍 2015 재인용). 국립국어원(2008)의 국민(19～79세)의 기초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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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7%가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글자를 읽더라도 문장 

이해 능력이 없는 상태라 보고하였다. 최근 수행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a)의 성인문해능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한국 성인 중 일상생활

을 하는 데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은 22.4%(비문해율 7.2%)였다. 

  농촌 주민의 문해와 관련한 연구로 가장 초기의 자료는 정지웅·김선요

(1975)의 자료이다. 그는 한 농촌 부락 부녀회의 공동구판장 회원들을 대

상으로 1년간에 걸친 참여연구를 수행한 결과, 순문맹률은 31.1% 기능적 

문맹률은 64.5%로 나타났으며, 가감승제의 기초산술 기능을 갖지 못하고 

가감의 기능만을 가진 회원은 전체의 77.8%였다고 하였다. 정지웅 외

(1989)의 농촌 여성의 문해수준 조사에서는 농촌 여성 405명 중 210명

(51.9%)이 문맹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경남 함양군(2004 내부자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백전면의 경우 비문화자가 29.6%였다. 이중 여성이 차이하

는 비중이 81%였다(육효창 외 2004 재인용). 전은경·최영창(2012)의 청양

군 문해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미취학자가 18%, 중졸 미만 

인구가 50%였고(전국 평균(16%)의 3배), 65세 이상 연령대의 80%가 중졸 

미만이었다. 

  이처럼 문해 실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

라 그 양상이 다르다. 대다수 연구가 농촌 그리고 가장 문해가 절실한 노

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일부 연구는 아예 80세 이상 노인을 배

제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이뤄진 대규모 국민 문해능력 관련 조사를 

통해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표집상의 대

표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실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몇몇 연구가 일부 농촌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를 보고하고 있지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를 통해서도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문해 

실태가 차이가 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민보다는 농촌 주민이, 고연

령대일수록 비문해율이 높다고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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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해교육 실태와 효과

  문해교육 실태는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실태 차원에서 파악되어 왔다.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의 평생학습실태조사에서는 2008년부터 비

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2016년까지는 64

세 이하까지(25세 이상)만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해교육 참여율은 1%

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65세 이상 노인(79세 이하)이 조사된 2017년 조

사에서는 노인의 1.4%가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

사(농촌진흥청 2013, 2015)에서도 평생교육 참여율 조사의 일환으로 문해교

육 참여율을 조사하였는데, 2013년 조사에 의하면 문해교육 참여율이 60대 

노인 0.1%, 70대 이상 노인 0.7%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각각 1.0%, 

1.8%였다. 농촌의 문해교육 실태 파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전은경·

최영창(2012)이 청양군 농촌 성인의 문해교육 참여 실태를 무학자(4,729명)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0% 정도(490명)만이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었다.

  문해와 문해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가장 많이 언

급되는 것이 자존감 상승이다. 여성노인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형태와 자

아존중감에 관한 노종철(2008)의 연구에서 여성노인학습자들은 문해교육 

참여형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났고, 문춘단(2013)의 연구에서도 

문해교육이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주환(2013)은 문해학습자들이 초등학력이라는 기초학력 인정과정

이 있음을 지각하고 이를 통해 단순하게 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

이며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 한편 꿈의 

확장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혜정

(2014)은 성인학습자들은 문해교육 후에 눌려 있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세상과의 만남에 새롭게 눈뜨고 

참다운 문해생활을 누리게 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고 행복한 평생학

습자가 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천(2015)은 문해교육은 내면치

유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이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 ‘더 나은 사람’

이 되기를 지향하며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비문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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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핍’이 해결되거나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개인의 성장, 가정의 회

복, 사회적 역할’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한편 정지웅·김지자(2013)는 문해

와 학습자의 삶의 관계 연구에서 문해가 인간관계의 변화(가족, 이웃 간에 

보다 신뢰), 건강의 증진,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최영이·임춘희(2015)는 농촌 여성노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해교육에 

참여하면서 자기 인식의 변화,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의 변화,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노년기 삶의 변화를 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감 

있는 자기 존재의 확인’, ‘가족과 이웃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존재’, ‘당당

하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 사회생활’, ‘두렵지 않은 일상생활’, ‘행복하고 소

망이 있는 노년’으로 요약된다. 농촌 여성노인들은 문해교육에 참여함으로

써 문해라는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고 문해라는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중요

한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선택, 최적화, 보완의 성

공적 노화 발달을 성취한다고 한다. 요컨대 노화되는 과정에서 농촌노인들

이 문해를 통해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화되고 매사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노년기에 흔히 겪는 무력감이나, 상실감, 우울증, 자신감이나 능

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

달을 지속해 간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a)의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

면 문해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와 정치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OECD(2012)에서는 성인의 문해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확보는 임

금과 경제성장 등 국가경제력과 함께 건강, 사회적 신뢰 등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Suh 외(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 발생 원인 가운데 16％는 문맹 때문으로, 뇌조직이 퇴

화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인한 뇌졸중 등이 치매의 

주요 원인이지만 문맹도 적지 않은 치매 발생의 원인이었다. 65세 미만 성

인 비문해율을 0%로 낮추면 2050년까지 치매 환자 비율은 1.62%로 감소

하여 치매관리 비용 60조 원 절약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은경·최영창·배지홍(2015)

이 서천군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조사결과, 참여자의 95%가 만족하고 있고, 

교육 참여기간이 길수록 우울, 인지력 저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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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해교육 관련 문제점 및 제고 방안

  육효창 외(2004)는 문해교육기관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문해교육에 대한 교육적 전략이 부족하고, 교사의 대부분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재개발도 자원봉사자인 교사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농촌 노인 문해교육 프로그

램은 농촌이라는 환경과 노인 생활의 특성을 존중해서, 문자 생활의 중요

성을 깨닫게 하고, 이들의 학습 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농촌 생활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미식(2006)은 한국 여성노인 문해교육 연구에서 한국의 문해교육이 

유형, 수준, 내용이 매우 다양한 이유를 문해교육 단체와 기관의 열악한 재

정 형편 때문이라고 진단하였고, 자원봉사자 중심의 문해 교사 자질과 낮

은 처우로 인한 잦은 교체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여성 문해를 위한 정

책과제로 성인기초교육 담당부서 설치, 여성가족부와 교육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문해교육을 의무교육화(무료화), 문해교육 장애요인 해소

(교통, 가사문제), 체계적 여성문해 연구지원, 교재 개발 및 교사 전문성 강

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은경·최영창(2012)은 최근 문해교육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연구대

상이나 참여자들을 성인 학습자 또는 성인 여성에 한정함으로써 농촌 여성

노인들에 대한 문해교육 경험을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은경·최영창·배지홍(2015)은 서천군 문해교육을 진단하면서 문해교육의 

장기 비전·목표 부재, 지역 특성화 전략 부재, 군내부의 지역 편중, 문해교

사 처우 및 직무교육기회 부족, 교육공간 부족, 문해교육 성과관리 미흡 등

을 문제점으로 보고, 학습자 발굴 노력(문해교육 홍보), 문해교사모임 및 

연수 활성화, 지역형 부교재 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영이·임춘희(2015)는 농촌지역의 경우 문해교육기관이 아직도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해도 한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비전문적인 시설이나 기관에

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김경은(2015)은 강원도의 성인문해교육 연구에서 도내 문해교육 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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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2개 시·군에만 문해교육 조례가 제정되

고, 일부 지역은 문해교육 예산조차 편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등 시･군 간

의 문해교육 지원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도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문해교육 기관 운영 

예산 지원과 컨설팅, 문해교육 교·강사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 개최, 교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기 강화, 문해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 도내 문해

교육 공동 행사 개최,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 및 보급, 문해학습자 공동 문

집 발간 등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2017a)은 경기도 문해교육 정책방향 연구에서 

문해교육 관련 담당자와 문해교사들의 문해교육 운영 예산지원, 강사료 현

실화, 전용시설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면서, 문해교육은 저학력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문해, 학력인정 문해교육에서 벗어나 ‘전생애

문해’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도 문해교육 관련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해능력조사를 실시하며, 교육센터 기능 강화 및 고

도화, 학력인정 문해교원 양성의 확대, 정책적 네트워킹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기관과 

교·강사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중․고급 문해능력향상 지원 사업의 추

진 그리고 학습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해교육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문해진단 체제의 구축 및 보급, 교·강사의 전문화 연수 

및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2.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비문해 노인에게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기초 역량을 획득

하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확장에 긴밀하게 연관된 

중요한 인생 사건이었다. 또한 문해교육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

진뿐 아니라 사회·국가적 예산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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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고찰 결과 도시 노인 및 청장년 세대에 비하여 농촌 노인의 비

문해율이 높고, 특히 농촌 여성 노인의 비문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농촌 노

인의 문해실태와 관련한 전국단위 분석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수요와 공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부 농

촌 지역 사례 조사에 의하면 비문해 농촌 노인 중 일부가 매우 제한적으로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련 통계, 연구, 정책이 부족한 농촌 노인의 문해 

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노인 

문해와 삶의 관련성을 밝히고, 문해력 제고와 관련한 신규 정책 발굴 근거

를 제시하고 더불어 관련 정책의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이 어떠한가?’란 연구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문해 의미와 수

준을 정의하고, 기존 통계(인구총조사, 노인실태조사, 성인문해능력조사) 

재분석 및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

과 비문해 원인과 문해로 인한 미충족 욕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는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통계 자료(성인문해능

력조사) 재분석 및 이 연구의 농촌 노인 대상 설문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문해와 농촌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의 관계, 문해와 그들의 건

강 및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촌 노인에 대한 문해교육 공급은 충분한가?’란 연구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해 관련 정책 문헌, 기존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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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해교육 지원현황 조사), 이 연구의 설문 조사(농촌 노인 대상, 지

자체 문해교육 관계자) 자료를 분석하여 문해교육 정책, 문해교육 공급 실

태, 문해교육 문제점과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이 활성화된 2개 지자체와 

비활성화된 2개 지자체의 문해교육 실태를 문헌 및 방문 조사하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와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농촌 노인 문해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해력 제고 방안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 사

례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및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서는 문해 관련 정책 및 실태 분석을 위

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성인문해능력조사, 평생학습개인

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노인실태조사, 농어업복지실태조사 등 관련 통

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로는 농촌 노인 대상 조사와 지자체 문해교육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농촌 노인 문해 실태는 65세 이상 읍·면지역 거주 노인 1,000

명(지역유형, 성별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을 대상으로 문해 실태, 문해교육 

실태, 문해관련 심리 및 생활실태, 개인 특성 등을 전문조사 업체에 위탁

(리서치앤리서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약 1.5개월)였으며,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1 응답자의 주요 

1 문맹자의 경우 직접 구두로 읽어 주면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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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면 남성이 44.2%,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23.3%, 70～74세 

25.1%, 75～79세 25.6%, 80세 이상 26.0%였고, 지역별로는 읍지역 48.8%, 

면지역 51.2%였다.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는 지자체

의 문해교육기관 실태, 지자체 문해교육 정책 실태가 조사되었고, 한국문

해교육협회, 전국야학협의회,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등 문해교육 3대 

민간협회의 협조하에 회원 대상으로 웹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14일(2주)까지였다. 총 66개 기관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대도시 22개, 중소도시 20개, 농어촌(군지역)이 24개였다. 설문 조사 대

상별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은 <표 1-1>과 같다.2 설문 자료에 대한 분석

에는 SPSS 18.0과 STATA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추리통계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규모)

조사내용

농촌 노인

(1,000명)

개인특성 연령, 거주지(읍면), 학력, 월소득, 동거가족, 비문해원인

문해 실태 기초문해, 기능문해, 문해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문해교육 실태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 경험, 참여 동기, 교육 만족도, 희망 요구(내용, 방법), 

장애요인

문해 관련 심리 및 

생활 실태

지역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공공서비스·정보서비스 이용, 정치참여,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 생활 불편 

건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경제활동, 삶의 질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66명)

개인특성
담당업무, 성별, 연령, 귀농·귀촌 여부, 경제활동분야, 학력, 전공, 문해교육 경력, 

문해교육 자격, 월간 문해교육시간 

기관 문해교육 실태 기관유형, 학습자 특성, 프로그램 특성, 기관 외부 지원, 학생·교사 수 

지자체 문해교육 실태
조례, 예산, 전담조직, 사업내용, 기관·이수자·강사 수, 교육충분성, 교육전문성, 

문해교육협치, 문해교육 문제점

<표 1-1> 설문조사 대상, 규모 및 조사내용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지는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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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조사로는 유럽의 농촌 문해교육 사례 조사, 국내 지자체 사례 조사가 

있었다. 유럽 사례로 아일랜드 NALA(National Adult Literacy Agency)와 

AnCosan, 독일에 있는 UNESCO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of Lifelong 

Learning: UIL)를 방문 조사하였고, 국내 사례로 농촌 지자체 4개(활성화 사

례 2개, 비활성화 사례 2개)와 우수 사례를 방문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해교육 관계자, 문해교육 현장 전문가, 대

학 교수 등과의 전문가 회의 및 개인 면담을 통해 농촌 노인 문해 실태 조

사, 문해교육 기관 조사 그리고 지자체 우수 사례 및 현 문해 관련 정책·사

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상의 장별(2~6장)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관계도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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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농촌 노인’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을 의

미한다. 농촌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5항)에서 규정

하듯 읍·면 지역을, 노인의 연령 하한은 UNESCO(2018)가 노인 문해율

(Elderly Literacy Rate)3을 정의하면서 6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한 것을 준용

하였다. 

  한편 ‘문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평생교

육법 제2조 3항의 문해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문해는 협의로는 기초문해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광의로는 기능문해(사회적·문화적 기초 생활 능

력)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문해는 그 자체적으로 능력을 포함한 개념이

지만,4 국내 학계에서는 문해력(국립국어원 2008; 박소연·이지혜·허준 2014), 

문해능력(이미숙·김향희 20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으로도 사용되기

에, 문해, 문해력, 문해능력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문해의 수준은 

황종건 외(1987)의 연구5를 준용하여 기초문해가 전혀 불가능한 비문해

3 http://uis.unesco.org/en/glossary-term/elderly-literacy-rate: 2018. 3. 2.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2004) defines literacy as the ability to identify, understand, interpret, create, com-

municate and compute, using printed and written materials associated with varying 

contexts.
5 황종건 외(1987)는 UNESCO의 자료를 참조하여 비문해(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수준이며 셈은 전혀 하지 못함), 반문해(자기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읽기는 

하나 쓰지 못하고, 간단한 더하기나 빼기는 할 수 있음), 기초문해(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버스의 방향 표시나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나 친구에게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고 가감승제를 할 수 있음), 기능문해(관공서,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스스로 모

든 용무를 볼 수 있고, 정치집회, 강연회, 기타 성인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데 필

요한 지식과 의사소통기능을 가지며 가감승제뿐만 아니라 간단한 회계업무도 

가능함) 등으로 구분함(윤복남 200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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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teracy),6 부분적으로 기초문해가 가능한 반문해(semi-literacy),7 기본적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기능문해를 갖추지 못한 기초문해(basic 

literacy),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이 가능한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등 4단계로 나누었다. 

6 이 단계를 선행연구에서는 ‘문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는 비문해자를 비하하

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보고서에 직접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비문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7 윤복남(2002)은 ‘준문해’라고 번역함.



농촌 노인 문해 실태  제2장

  이 장에서는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문해의 의미와 수준을 정의하고, 기존 

통계 및 이 연구에서 실시한 농촌 노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과 문해로 인한 생활 불편 현황과 그 해결 실태를 분석하였다.  

1. 문해의 의미와 수준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 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UNESCO 2004)을 가리킨다. 

당초 문해(文解, literacy)는 문자 해득 또는 글을 읽고 쓰는 개념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의

미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1964년 유네스코 총회는 ‘유엔의 10개년 발

전계획 비문해 퇴치 선언’을 채택하였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3R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reading writing arithmetic)’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기능문해는 단순히 읽

기, 쓰기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이나 공동체의 효과적인 기

능을 위하여, 또한 개인이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문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양명희 2013).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제2조 3항)에서도 문해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기초문해)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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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활 능력(기능문해)’으로 정의하면서 기초문해와 기능문해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OECD 성인 능력 국제비교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에서는 문해의 세부 영역을 산문문해, 문서문

해, 수리문해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을 문해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경

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로 구분하고 있다. 

  문해의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초기에

는 비문해와 문해로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다가(김종서 1961; 정지웅 외 

1989), 기능 문해가 측정되면서 3~5단계까지 문해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이희수 외(2002)는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을 기준으로 3단계(기초 1~3 수준)로,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국민의 기

초 문해력을 조사하면서 중학교 3학년 수준을 기준으로 5단계(0~4 수준)로 

구분하였다. OECD의 성인문해조사인 IALS8와, UNESCO(2005)의 LAMP 

(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에서는 5단계로 구분하

고 있다. 

정의

수준 1

(비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 2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 3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문해력은 있지만 공공생활과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 4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중학 학력 이상 수준)

<표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수준 정의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8 OECD는 문해조사는 1995년 이후 IALS조사(1994, 1998)를 거쳐 이후 이는 

‘Adult Literacy and Lifeskill(ALL)’조사(2003, 2007)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성인의 

인지적인 일터 역량에 주목한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PIAAC)’(2012)로 변화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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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면

서 문해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표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

수준은 기초문해와 기능문해를 모두 담고 있는데, 수준 1은 비문해자이고, 

수준 2～3은 기초문해는 갖추었지만 기능문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준 4

는 기능문해를 갖춘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해를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

활 능력’으로 정의하고,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 수준의 셈하기가 가능한 

상태’를 기초문해, ‘기초문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 능력’을 기능문해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문해수준은 농촌 

노인 문해 실태 조사에서 총 7개 문항(기초문해 검사 3개 문항, 기능문해 

검사 4개 문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비문해, 반문해, 기초문해, 기능문

해 등 4단계로 나누었다<표 2-2>. 

문해수준
수준 구분 기준

(문해 검사 정답수)
비고

(국평원의 문해수준)

비문해 기초문해 검사

(3개 문항)

0개
수준 1

반문해 1~2개

기초문해 기능문해 검사

(4개 문항)

기초문해 검사 

3개 +

0~3개 수준 2

기능문해 4개 수준 3~4

<표 2-2> 이 연구의 문해수준 판단 기준

자료: 저자 작성.

  기초문해 검사의 3개 문항 모두 틀린 경우 비문해, 두개 이하로 맞춘 경

우 반문해, 기초문해 검사 모두를 맞추고 기능문해 검사를 3개 이하로 맞

춘 경우 기초문해, 기초문해 검사와 기능문해 검사 모든 문항을 맞춘 경우 

기능문해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의 문해수준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수준별 학교교육 연수와 자신의 문해력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

다. 학교교육 연수를 보면, 비문해는 0.2년(0년이 95.9%), 반문해는 2.7년(0

년이 48.8%, 초졸 초과자 3.6%), 기초문해는 5.6년(초졸 초과자 22.2%), 기



18  농촌 노인 문해 실태

능문해는 8.2년이었다. 또한 자신의 기초문해능력(읽고, 쓰고, 셈하기)에 대

해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비문해자는 0%, 반문해자는 12.0%, 기초문해자

는 34.6%, 기능문해자는 76.9%였다. 

2.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 분석을 위해 기존 관련 통계 원자료를 재분석하고 

이 연구의 농촌 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1. 관련 통계 분석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b) 원자료 분석 결과, 65세 이상 농촌 노인

(185만 명) 중 무학자는 50.3만 명, 초등학교 중퇴자는 9.3만 명, 초등학교 

졸업자 71.4만 명, 중학교 중퇴자 1.9만 명이었다<표 2-3>. 국가평생교육진

흥원(2017b)의 잠재적 문해교육 대상자 기준에 의하면9 농촌 노인 중에 초

등교육 잠재수요자 59.6만 명, 중학교교육 잠재수요자 73.4만 명 등 133만 

명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농촌 인구의 15.9%(초등교육 잠재수요 

7.1%), 농촌 노인 인구의 71.9%(초등교육 잠재수요 32.2%)가 문해교육 잠

재수요자인 셈이다. 도시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5.3%(초등교육 잠재수요 

1.8%), 도시 노인 인구의 46.8%(초등교육 잠재수요 16.1%)가 문해교육 잠

재수요자였다. 농촌 노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도시에 비해 전체 인구대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중퇴+미취학

  - 중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농촌 노인 문해 실태  19

비 3배, 노인 인구대비 1.5배 많은 것이다(초등교육 잠재수요자는 지역인

구대비 4배, 노인인구대비 2배).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읍지역(초등교육 수요 

26.9%, 중학교교육 수요 38.0%)보다 면지역(35.0%, 40.5%)이 문해교육 잠

재수요 노인이 많았다. 

대상 농촌 도시 전체
읍 면

무학(A)
138,376 364,656 503,032 565,420 1,068,452 

(21.8) (30.0) (27.2) (12.4) (16.7)

초등학교 중퇴(B)
31,934 61,405 93,339 170,083 263,422

(5.0) (5.0) (5.0) (3.7) (4.1)

초등학교 졸업(C)
232,703 481,481 714,184 1,328,182 2,042,366 

(36.7) (39.6) (38.6) (29.1) (31.9)

중학교 중퇴(D)
8,377 11,582 19,959 69,723 89,682 
(1.3) (1.0) (1.1) (1.5) (1.4)

문해교육 잠재수요자(E)
411,390 919,124 1,330,514 2,133,408 3,463,922 

(64.9) (75.5) (71.9) (46.8) (54.0)

중학교 졸업 이상
222,691 297,496 520,187 2,424,842 2,945,029 

(35.1) (24.5) (28.1) (53.2) (46.0)

노인 인구(F)
634,081 1,216,620 1,850,701 4,558,250 6,408,951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인구(G) 4,374,989 4,013,001 8,387,990 39,951,569 48,339,559

초등교육 잠재수요 노인비율((A+B)/F) (26.9) (35.0) (32.2) (16.1) (20.8)

중학교교육 잠재수요 노인비율 

((C+D)/F)
(38.0) (40.5) (39.7) (30.7) (33.3)

인구대비 문해교육 잠재수요 노인비율 

(E/G)
(9.4) (22.9) (15.9) (5.3) (7.2)

<표 2-3> 지역유형별 노인의 문해교육 잠재수요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5b).

  성별로 보면 농촌 노인 중에서도 여성의 문해교육 잠재수요가 많았다

<표 2-4>. 농촌 여성 노인 중 무학자 비율이 38.7%(면지역은 42.4%)로 도

시 지역(18.7%)의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농촌 노인 무학자(50.3만 명)의 

80%가 여성(41.9만 명)이었다. 농촌 여성 노인 중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비

율은 85.1%(초등교육 잠재수요 45.2%)였다(도시의 문해교육 잠재수요 

61.1%, 이중 초등교육 잠재수요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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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촌 동 전체
읍 면

무학(A)
  116,271 302,832  419,103 479,960 899,063

(31.6) (42.4) (38.7) (18.7) (24.6)

초등학교 중퇴(B)
23,925 46,265 70,190 134,323 204,513 

(6.5) (6.5) (6.5) (5.2) (5.6)

초등학교 졸업(C)
146,936 276,216 423,152 920,421 1,343,573 

(39.9) (38.7) (39.1) (35.8) (36.8)

중학교 중퇴(D)
3,614 4,283 7,897 36,284 44,181 

(1.0) (0.6) (0.7) (1.4) (1.2)

문해교육 잠재수요자(E)
290,746 629,596 920,342 1,570,988 2,491,330 

(79.0) (88.2) (85.1) (61.1) (68.2)

중학교 졸업 이상
77,368 83,896 161,264 998,765 1,160,029 

(21.0) (11.8) (14.9) (38.9) (31.8)

여성 노인 인구(F)
368,114 713,492 1,081,606 2,569,753 3,651,359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여성 인구(G) 2,174,126 2,044,437 4,218,563 20,316,626 24,535,189 

초등교육 잠재수요 여성 노인 비율 
((A+B)/F)

(5.3) (14.8) (9.9) (2.4) (3.7)

중학교교육 잠재수요 여성 노인 인구 비율 
((C+D)/F)

(40.9) (39.3) (39.9) (37.2) (38.0)

인구대비 문해교육 잠재수요 여성 노인 
비율(E/G)

(13.4) (30.8) (21.8) (7.7) (10.2)

<표 2-4> 지역유형별 여성 노인의 문해교육 잠재수요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5b).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

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2-5>. 고령 노인일수록 그리고 농

촌의 노인일수록 문해수준이 낮았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60대 노인10의 

14.2%, 70대 노인의 28.7%, 80세 이상 노인의 67.7%가 비문해(수준 1) 상

10 이 조사는 연령 급간이 10세 단위로 되어 있어 65세가 아닌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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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문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문해(수준 4) 비율은 60대는 54.0%, 

70대 27.6%, 80세 이상의 12.5%였다. 특·광역시는 비문해 비율이 5.7%, 

중소도시는 7.2%인 데 비해 농산어촌은 16.2%였다. 반면 기능문해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80.8%, 중소도시 76.4%인 데 비해 농산어촌은 67.7%였다. 

연령대
2014년 조사 2017년 조사

합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연령

60~69세 10.9 14.9 29.1 45.1 14.2 10.9 20.9 54.0 100.0

70~79세 37.8 22.9 18.2 21.1 28.7 21.7 22.0 27.6 100.0

80세 이상 63.0 17.8 11.3 7.9 67.7 11.9 7.3 12.5 100.0

지역

유형

특·광역시 4.8 4.8 14.2 76.2 5.7 4.3 9.2 80.8 100.0

중소도시 5.5 6.2 17.3 71.1 7.2 5.4 11.0 76.4 100.0

농산어촌 21.4 12.2 20.9 45.4 16.2 7.5 9.4 67.0 100.0

전체 6.4 6.0 16.2 71.5 7.2 5.1 10.1 77.6 100.0

<표 2-5> 노인의 연령별·지역별 문해수준

단위: %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7a).

2.2. 농촌 노인 문해 조사

  인구총조사의 학력 조사 자료 그리고 성인문해능력조사의 지역유형·연

령대별 자료를 통해, 도시에 비해 농촌이,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이 문해

력이 낮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농촌 노인의 정확한 문해 실태를 알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표집하여 문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노인 중에 4.9%가 비문해, 

16.6%가 반문해, 36.1%가 기초문해 상태였다<표 2-6>.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비문해+반문해)은 21.5%였고, 중학교 수준의 

교육, 즉 기능문해를 완전히 획득하지 못한 대상(비문해+반문해+기초문해)

은 57.6%인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 연령대별로는 75세 

이상 노인들, 지역적으로는 면지역 노인의 문해수준이 낮았다. 기초문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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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대상자를 보면 여성 노인의 27.8%(남성 노인은 13.5%), 75세 이상 노인

의 33.5%(75세 미만 노인의 8.7%), 면지역 노인의 23.5%였다(읍지역 

19.5%). 

 
문해수준

합
비문해 반문해 기초문해 기능문해

성별
여성 7.2 20.6 36.6 35.7 100.0

남성 2.0 11.5 35.5 50.9 100.0

연령

65~69세 0.4 3.9 23.6 72.1 100.0

70세~74세 2.8 10.0 42.2 45.0 100.0

75세~79세 4.7 23.0 36.3 35.9 100.0

80세 이상 11.2 28.1 41.2 19.6 100.0

읍면
읍지역 3.5 16.0 34.2 46.3 100.0

면지역 6.3 17.2 37.9 38.7 100.0

전체 4.9 16.6 36.1 42.4 100.0

<표 2-6>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인구총조사의 학력 조사를 기반으로 파악된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규모

와 비교해 보면, 실제 문해교육 수요는 이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농

촌 노인 중에 초등교육 잠재수요자가 32.2%, 중학교육 잠재수요자는 

39.7%인 데 비해, 실제 수요는 각각 21.5%, 36.1%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

는 학교 기관이 아닌 비형식교육 또는 개인학습에 의한 문해력 획득 때문

으로 사료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

자 중에 63.7%가 글자 해득 능력이 있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a)의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도 무학자 중에 독학(39.3%)으로,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8.3%)으로 문해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실제 문해교육 수요를 토대로 문해교육 

수요 규모를 계산해 보면, 농촌 노인 106만 명에게 문해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중 기초문해교육 수요는 40만 명).11 이는 지역규모별로 

11 1,850,701×0.576=1,066,003, 1,850,701×0.215=3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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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해 보면 농촌마을당 28.8명(기초문해교육 10.7명), 읍·면당 754.4명(기

초문해교육 281.6명)이었다.12

3. 비문해 원인과 미충족 욕구 

3.1. 비문해 원인

  비문해와 관련하여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하고 있다. Freire(1970)는 비문해는 개인적 무지나 불행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라 하였다. 

Giere(1987)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초적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전통적인 대가족 환경, 경제적인 곤란, 가정 파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꼽았다. Rockill(1993)은 여성의 경우 남성으로부터의 억압, 여성의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재정 부족 등이 비문해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고 보았다(허영숙·기영화 2008 재인용). 김신일(1990, 2005)도 비문

해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 특히 초등학교 취학 실패, 초기교육

에서의 문자교육실패, 신체적, 심리적 장애, 비문해 복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였다. 허영숙·기영화(2008)는 특히 비문해 노인 여성들은 

아동, 청소년기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절대 빈곤 상태였으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만 교육시키고 여자에게는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권숙희(2016)는 비문해 원인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

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학습기회를 박탈

하였지만, 이후 비문해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차단하므로 문자사용

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가난한 시절, 남존여비의 

12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7)에 의하면 농촌마을(리)은 3만 7,015개, 

읍면은 1,413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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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여성들의 교육 받을 기회를 차단시켰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농촌 노인에 대해 비문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난이 

77.6%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부모님 반대(31.8%), 남녀차별(20.0%), 전

쟁상황(12.9%) 등의 순이었다<표 2-7>. 배워야 할 시기에 가난으로 인해 

일찍이 가정생활, 경제생활에 투입된 시대 상황, 가부장적 문화, 전쟁 등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부모님 반대나 남녀차별

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 전쟁상황 요인이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령

대별로는 고령일수록 부모님 반대와 전쟁상황 요인이 많았고, 연령대가 낮

을수록 경제적 요인이 컸다.

 

비문해원인

전체
전쟁상황 가난 

부모님 
반대

남녀
차별

가족
부양

공부 싫었음

성별
여성 8.6 75.7 37.1 24.3 2.9 2.9 100.0

남성 33.3 86.7 6.7 0.0 0.0 0.0 100.0

연령대

65~69 0.0 100.0 0.0 0.0 0.0 0.0 100.0

70~74 0.0 86.7 26.7 20.0 0.0 0.0 100.0

75~79 15.0 70.0 25.0 25.0 0.0 5.0 100.0

80 이상 16.7 77.1 37.5 18.8 4.2 2.1 100.0

읍면
읍지역 6.9 93.1 34.5 0.0 0.0 0.0 100.0

면지역 16.1 69.6 30.4 30.4 3.6 3.6 100.0

전체 12.9 77.6 31.8 20.0 2.4 2.4 100.0

<표 2-7> 농촌 노인의 비문해 원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3.2. 미충족 욕구와 생활의 불편

  비문해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일상의 불편은 다양하다. 은행

이나 관공서 사용이 어렵고,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곤란하고, 지인과의 연락

도 제약이 된다(국립국어원 2008: 40).13 농촌 노인들의 충족되지 않은 사회 

서비스·활동 욕구를 조사한 결과, 휴대폰 문자 보내기, 인터넷 사용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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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지만, 문해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2-8>. 비문해 농촌 노인의 경

우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보다는 우체국, 은행, 시·군청, 읍면 사무소 이

용 등 금융·공공기관 이용 관련 미충족 욕구가 더 많았다. 이들 기관을 이용

함에 있어 스스로 글을 읽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문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문해, 기능문해의 

경우 금융·공공기관 이용과 관련한 미충족 욕구는 거의 없었다. 반면 문해수

준이 높을수록 휴대폰, 인터넷 등 정보화 관련 욕구가 높아졌다.

문해수준

미충족 욕구

휴대폰 
문자

인터넷 극장 도서관
편지·일기

쓰기
농업기술

센터
우체국, 
은행

읍면
사무소

시군청

비문해 8.3 8.3 4.2 4.2 6.3 2.1 16.7 10.4 12.5

반문해 13.3 6.0 7.2 3.0 2.4 1.2 2.4 2.4 2.4

기초문해 12.5 8.3 6.9 2.2 2.5 1.4 0.3 0.6 0.3

기능문해 8.7 13.2 7.1 3.5 1.7 1.9 0.0 0.2 0.0

전체 10.8 10.0 6.9 3.0 2.3 1.6 1.3 1.2 1.1

<표 2-8> 농촌 노인의 미충족 욕구(사회 서비스·활동, 복수응답)

단위: %

주: 1% 미만 응답이 나온 미충족 욕구로 종교시설(0.7%), 교통수단(0.3%), 마을회의 참석(0.2%), 병원

(0.1%) 등이 있었음.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농촌의 노인의 문해와 관련한 생활불편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결과를 보

면, 농촌 노인의 36.8%가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 이해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비문해 노인의 경우 100.0%가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표 2-9>. 의사·약사의 말이나 처방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농촌 노인 비율이 34.1%, 간판·표지판을 제대로 못 읽어 불편해하는 비율이 

22.0% 등이었다. 한편 농업·농촌 관련 공공사업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한 노

인 비율이 35.9%였다. 문해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생활의 불편 정도가 심해

13 글을 몰라서 겪는 불편으로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70%, 사

용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하다 66.7%, 편지를 쓸 수 없다 65.5% 등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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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비문해의 경우 의사·약사 말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95.9%, 간판·표지

판 못 읽어 불편해하는 경우는 91.8%, 농업·농촌 정부사업 적시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57.1%였다. 이는 농촌 노인의 비문해 또는 낮은 문해수준은 사

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해수준

생활 불편

전체간판, 표지판 
못 읽음

서류이해, 작성 
어려움

의사·약사 말 
이해 어려움

농업·농촌사업
적시 이용 못 함

비문해 91.8 100.0 95.9 57.1 100.0

반문해 49.4 63.9 69.9 47.0 100.0

기초문해 19.7 45.4 40.4 36.8 100.0

기능문해 5.2 11.6 7.5 28.3 100.0

전체 22.0 36.8 34.1 35.9 100.0

<표 2-9>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별 생활 불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문해력 부족으로 겪는 일상의 불편을 농촌 노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한 결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가

족 도움, 이웃 도움, 마을이장 등의 도움 순이었다<표 2-10>. 기능문해 노

인들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62.7%였는데, 비문해 노인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비문해 농촌 노인들에게는 문해교육을 통해 이들의 문해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일상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생활 불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문해수준

생활 불편 해결 방식

전체
스스로 해결

가족
도움 

이웃
도움

마을
이장

이용 
포기

기타
도움

비문해 2.0 28.6 49.0 16.3 0.0 4.0 100.0
반문해 20.5 34.9 29.5 8.4 0.6 6.0 100.0

기초문해 33.5 29.6 22.2 12.5 0.0 2.2 100.0
기능문해 62.7 21.0 9.2 6.4 0.0 0.7 100.0

전체 42.2 26.8 19.2 9.4 0.1 2.2 100.0

<표 2-10>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별 생활 불편 해결 방식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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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인구총조사의 학력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3/4이 문

해교육 잠재수요자(초등교육 32.2%, 중학교육 39.7%)였다. 도시에 비해 문

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농촌에 월등히 많았다.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읍보다 면지역에서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에게 문해교

육 잠재수요가 많았다. 

  이 연구의 농촌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 노인 중에 실제 문해

교육이 필요한 노인은 57.6%(기초문해교육은 21.5%)였다. 이는 학력을 기

반으로 한 잠재수요 예측치의 80% 수준이었는데, 노인들이 독학이나 비형

식교육 등을 통해 문해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농촌 노인 1백

만 명 정도가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농촌 마을당으로 환산하

면 29명(기초문해교육 수요는 11명), 읍·면당 750명 수준이었다. 

  농촌 노인 중 1/3은 서류 이해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의사·약사의 말

이나 처방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농업·농촌관련 공공사업을 적시에 이

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해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의 불편 정도가 심해졌는

데, 비문해자의 경우 관공서, 병원·약국, 농업농촌 공공서비스를 대부분 이

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촌 노인들의 낮은 문해력은 농업인 및 농어촌 주

민을 위한 삶의 질 관련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비문해 노인들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우체국, 은행, 시군·청, 읍면 사무소 

이용 등 금융, 관공서 기관 이용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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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는 우리의 정신 작용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

를 정리해 보면 문해는 자존감(노종철 2008; 문춘단 2013; 김주환 2013; 

김종천 2015), 사회생활과 관계(국립국어원 2008; 정지웅·김지자 2013; 최

영이·임춘희 2015; 김종천 2015), 생활만족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a), 

정치 참여(Freire 1970) 그리고 소득과 건강(OECD 2012; Suh 외 201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장에서도 농촌 노인들의 문해수준에 따

라 미충족 욕구나 생활불편 등을 분석해 보았지만, 이 장에서는 문해가 농

촌 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농촌 노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

회 참여·서비스 이용(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

서비스 이용, 정치 관심, 농업·농촌 정책서비스 이용), 건강 및 삶의 질(건

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경제활동여부, 소득, 삶의 질 만족) 등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표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4년 성인문해

능력조사 원자료를 협조받아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관련변인 중 분석 가능

한 변인(지역교류, 정치관심, 생활만족도, 가구소득)에 한하여 지역유형(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관련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14 

14 2017년 자료의 경우 자료 검증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공받지 못하였음. 

2014년 조사의 경우 전국 18세 이상 성인 4,057명이 표본 조사되었는데, 원자료 

분석결과 지역×연령대 분석시 농촌의 60세 이상 노인은 173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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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개인·지역 특성 문해력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 건강 및 삶의 질

- 성별

- 연령

- 지역

- 동거가족

- 문해수준

· 비문해

· 반문해

· 기초문해

· 기능문해

- 사회적 지지

- 지역사회 참여

- 사회서비스 이용

- 정보서비스 이용

- 정치 관심

-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 건강상태

- 자존감

- 불안·우울

- 경제활동 여부

- 소득수준

- 삶의 질 만족

<표 3-1>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과 삶의 관계 분석 모형 

자료: 저자 작성.

1. 농촌 노인의 문해와 사회 참여·서비스 이용의 관계

1.1. 농촌 노인 문해조사 분석

  노년의 사회참여는 심리적 안정감, 자존감, 삶의 행복감, 건강유지, 지역

사회로의 통합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참여

가 빈번할수록 자신의 사회적 효용성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

게 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지은정·금현섭·하세윤 2012: 

58).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또는 접근성 제한은 사회적 배제와 연결이 될 

수 있다(박세경 외 2013: 13). 문해가 농촌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

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앞서, 농촌 노인들의 개인·지역 특성에 따른 사

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지,15 

지역사회 참여,16 사회서비스 이용,17 정보서비스 이용, 정치 관심도,18 농

15 Power, J., Goodger, B, & Byles, J.(2004)의 Duke Social Support Index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만나는 가족·친지 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가족·친지 

수, 편안한 가족·친지 수 등 6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16 마을회관(경로당) 이용 빈도(5단계), 지역사회단체모임 참여 빈도(5단계)의 합.
17 병원·약국, 우체국·은행, 관공서 등(3개 서비스)의 이용 빈도(5단계)의 합.



문해가 농촌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31

업농촌 서비스 이용19 실태를 보면 사회적 지지(범위 2～30, 이론평균 16)

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70대 초반에서 18.3으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

이 16.9로 가장 낮음),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18.0)이 독거 노인(1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3-2>. 지역사회 참여(범위 2～10, 이론

평균 6)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69세 이하는 4.4, 75세 이상은 5.8), 읍

(5.0)보다는 면지역(5.8)에서, 독거노인(5.6)이 가족 동거 노인(5.3)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활발했다. 병원, 약국, 우체국, 은행, 관공서 등의 사

회서비스기관 이용(범위 3～15, 이론평균 9)의 경우, 여성(7.0)보다는 남성

(7.5)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69세 이하 7.5, 80세 이상 6.9), 독거(7.0)보

다는 가족과 동거(7.3)하고 있을수록 많았다. 

　 N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M SD P M SD P M SD P

성별
여성 558 17.5 4.1 .816

　

5.4 1.7 .210

　

7.0 1.3 .000

　남성 442 17.6 4.5 5.5 1.9 7.5 1.3

연령

65～69 233 17.5 4.4

.005

4.4 2.0

.000

7.5 1.3

.000
70～74 251 18.3 4.0 5.6 1.7 7.4 1.3

75～79 256 17.6 4.2 5.8 1.7 7.1 1.3

80 이상 260 16.9 4.4 5.8 1.5 6.9 1.3

지역
읍지역 488 17.8 4.1 .099

　

5.0 1.8 .000

　

7.1 1.3 .105

　면지역 512 17.4 4.4 5.8 1.7 7.3 1.3

가족
독거 301 16.7 4.2 .000

　

5.6 1.5 .014

　

7.0 1.3 .000

　가족동거 699 18.0 4.2 5.3 1.9 7.3 1.3

전체 1000 17.6 4.3 　 5.4 1.8 　 7.2 1.3 　

<표 3-2> 농촌 노인의 개인·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 참여·서비스 이용(1) 

주: 사회적 지지 = 친지·친구 만나는 빈도(1~5)+자주 만나거나 연락 주고 받는 친구·친지(없음 0~9명 이상 

5)+편안함을 느끼는 친지·친구(없음 0~9명 이상 5) (범위 2~30, 이론평균 16)

지역사회 참여 = 마을회관 이용(안 함 1~매일 5)+지역사회모임(안 함 1~매일 5)(범위 2~10, 이론평균 6)

사회서비스 이용 = 병원약국(안 함 1~매일 5)+우체국은행(안 함 1~매일 5)+관공서(안 함 1~매일 5)

(범위 3~15, 이론평균 9)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18 5단계 척도(전혀 관심 없음～보통～매우 관심 있음).
19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 대상 지원사업 불이용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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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인터넷) 활용,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 등의 정보서비스 이용(범

위 2～10, 이론평균 6) 역시 사회서비스 이용과 마찬가지로, 여성(3.1)보다

는 남성(3.6)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69세 이하 5.1, 80세 이상 2.2), 독

거(2.7)보다, 가족과 동거(3.6)하고 있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

다. 정치에 대한 관심(5점 척도)은 연령대가 높을수록(69세 이하 2.0, 80세 

이상 2.3), 가족 동거 노인(2.1)보다 독거 노인(2.3)일수록, 농업·농촌서비스

(5점 척도) 이용은 남성(1.9)보다는 여성(2.3)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69

세 이하 2.0, 80세 이상 2.4), 가족 동거 노인(2.0)보다 독거 노인(2.2.)일수

록 많았다<표 3-3>. 

　 N
정보서비스 정치 관심 농업·농촌 서비스

M SD P M SD P M SD P

성별
여성 558 3.1 2.2 .000

　

2.2 .9 .079

　

2.3 1.0 .000

　남성 442 3.7 2.6 2.1 .8 1.9 1.0

연령

65~69 233 5.1 2.8

.007

2.0 .8

.000

2.0 1.0

.000
70~74 251 3.5 2.5 2.1 .8 2.0 1.1

75~79 256 2.9 2.1 2.2 .9 2.2 1.0

80 이상 260 2.2 .7 2.3 .9 2.4 1.0

지역
읍지역 488 3.3 2.3 .141

　

2.1 .8 .022

　

2.2 1.0 .065

　면지역 512 3.5 2.5 2.2 .9 2.1 1.0

가족
독거 301 2.7 1.9 .000

　

2.3 .9 .000

　

2.2 1.0 .000

　가족동거 699 3.6 2.5 2.1 .8 2.0 1.0

전체 1000 3.4 2.4 　 2.2 .8 　 2.1 1.0 　

<표 3-3> 농촌 노인의 개인·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 참여·서비스 이용(2)

주: 정보서비스 = 컴퓨터(인터넷) 사용빈도(안 함 1~매일 5)+휴대폰문자보내기빈도(안 함 1~매일 5)(범위 2~10, 

이론평균 6)

정치관심 = 정치 관심 정도(없음 1~많음 5)

농업농촌서비스 = 이용 경험 정도(없음 1~많음 4)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개인과 지역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동거가족)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촌 노인의 문해와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서

비스 이용, 정치관심도, 농업농촌서비스 이용 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 노인의 문해는 지역사회 참여를 제외한 모든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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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련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표 3-4>. 사회적 지지는 비

문해에 비해 기능문해일 경우 1.91 증가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은 0.52 증가

하였다. 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능문해일 경우 비문해에 비해 1.52 증가하

였다. 기능문해 노인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비문해 노인에 비

해 1.9배 높았으며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확률은 2.8배 높았다. 

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사회
서비스
이용

정보
서비스
이용

정치 관심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성별

(남성)
여성

0.478 -0.196 -0.406** -0.420** 0.490 0.985

(0.289) (0.114) (0.055) (0.145) (0.063) (0.141)

연령

(70세

미만)

70~74
1.126** 1.219** -0.032 -1.199** 1.289 1.046

(0.345) (0.170) (0.117) (0.236) (0.229) (0.212)

75~79
0.778* 1.299** -0.223 -1.680** 0.985 0.927

(0.397) (0.174) (0.117) (0.233) (0.176) (0.189)

80 이상
0.453 1.346** -0.316* -2.168** 0.880 1.002

(0.442) (0.174) (0.128) (0.206) (0.159) (0.212)

거주지

(읍)
면지역

-0.384 0.731** 0.162* 0.314* 1.499* 0.917

(0.265) (0.107) (0.080) (0.130) (0.181) (0.124)

가족

(독거)
가족 동거

1.020** -0.075 0.033 -0.034 1.249 1.455*

(0.324) (0.118) (0.095) (0.141) (0.176) (0.231)

문해

수준

(비

문해)

반문해 0.158 0.281 0.050 0.013 0.856 1.427
(0.648) (0.194) (0.240) (0.106) (0.275) (0.473)

기초문해 1.059 -0.086 0.216 0.285** 1.173 2.005*
(0.628) (0.203) (0.227) (0.108) (0.363) (0.637)

기능문해 1.913** -0.092 0.520* 1.512** 1.948* 2.786**
(0.655) (0.221) (0.232) (0.173) (0.613) (0.915)

모형

F 6.45 21.74 9.49 46.16

 R2

(Adjusted

or Pseudo)

0.051 0.155 0.081 0.278 0.049 0.028

주 1) * p < 0.05, **p < 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별로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서비스 이용은 선형회귀분석, 정치

관심은 순위로짓, 농업·농촌정책서비스 이용은 이항로짓으로 분석함. 순위로짓과 이항로짓은 추정계수의 

지수승(exponentiated coefficients)을 표시하였음.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표 3-4> 농촌 노인의 문해와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 관계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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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인문해능력조사 원자료 분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의 성인문해능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참여·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용한 변인인 지역교류와 정치관심에 대하여 노

인(60세 이상)의 문해수준에 따라 지역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유형별 지역교류정도(교류 

없음=0, 교류 있음=1)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분형 로짓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지역유형별 노인의 문해와 지역교류 여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 1 노인에 비해 문해수준 2, 3, 4 노인의 지역교류확

률은 각각 2배, 2.2배, 2.7배 높았고,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 3, 4 

노인은 2.6배, 5.2배 높았다<표 3-5>. 농어촌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이 높을

수록 지역교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20 

  앞선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문해수준이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맥을 같이하는 연구 결과이다. 이

는 지역사회 참여가 개인의 성향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선별적일 수 있는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이용이 상대적으

로 보편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은 17.2%에 불과한 데 비하여 

농촌 노인은 54.3%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노인에게 있어 지역

사회참여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보다는 면지역에서, 독거노인일수

록 활발했는데, 농촌 노인 다수에게 문해가 지역사회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20 빈도 분석결과 문해수준 1의 경우 지역교류 비율이 73.1%, 수준 2 83.3%, 수준 3 

81.3%, 수준 4 88.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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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
Exp
(B)

B
Exp
(B)

B
Exp
(B)

성별(남)
.328

(.234)
1.388

.476

(.240)*
1.609

-.758

(.475)
.469

연령

(60대)

70대
.097

(.253)
1.102

.703

(.282)*
2.019

.440

(.471)
1.553

80대 이상
-.068

(.381)
.934

.537

(.369)
1.711

-.227

(.571)
.797

문해

(수준 1)

수준 2
.724

(.355)*
2.062

.477

(.318)
1.612

.308

(.611)
1.361

수준 3
.767

(.349)*
2.154

.952

(.353)**
2.591

.134

(.599)
1.143

수준 4
1.004

(.337)**
2.730

1.652

(.371)**
5.220

.737

(.640)
2.091

상수항
-.710

(.516)
.491

-1.010

(.506)
.364

2.297

(1.014)
9.942

분류정확도(%) 63.9 66.7 80.3

<표 3-5> 문해와 지역유형별 노인의 지역교류 관계 회귀분석

주: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원자료.

  노인의 문해수준에 따라 지역유형별 정치 관심 정도(관심 없음=0, 관심 

있음=1)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 

1 노인에 비해 문해수준 2, 3, 4 노인의 정치관심확률은 각각 1.4배, 3.1배, 

2.6배 높았고,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 2, 3, 4 노인은 각각 2.3배, 

3.5배, 5.3배 높았다<표 3-6>. 농어촌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이 높을수록 정

치에 관심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있었지만21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는 아니었다.

21 빈도 분석결과 문해수준 1의 경우 정치관심 비율이 17.9%, 수준 2 30.0%, 수준 3 

28.1%, 수준 4 38.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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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
Exp
(B)

B
Exp
(B)

B
Exp
(B)

성별(남)
-.674

(.228)**
.510

-.681

(.231)**
.506

-.655

(.394)
.519

연령

(60대)

70대
.341

(.253)
1.407

-.155

(.267)
.856

-.346

(.402)
.707

80대 이상
.000

(.410)
1.000

-.225

(.393)
.798

-.216

(.570)
.805

문해

(수준 1)

수준 2
.315

(.379)
1.370

.837

(.347)*
2.309

.341

(.552)
1.406

수준 3
1.138

(.365)**
3.121

1.268

(.360)**
3.554

.203

(.565)
1.225

수준 4
.964

(.349)**
2.622

1.679

(.352)**
5.359

.594

(.529)
1.810

상수항
-.013

(.513)
.987

-.216

(.498)
.806

-.107

(.846)
.899

분류정확도(%) 62.3 68.0 72.8

<표 3-6> 문해와 지역유형별 노인의 정치참여 관계 회귀분석

주: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원자료.

  문해수준과 정치 관심의 관계 있어, 성인문해능력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와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달랐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교육이나 문해수준은 높은 정치적 관심과 관련성이 있다. 교육 수준

이 높을수록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지식이 증가하고 이것은 다시 정치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의 높

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장원호 2003: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대도시,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높은 문해수준이 높은 정치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농촌 노인의 경우, 두 자료 분석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정

치 관심과 관련해서는 추가 실증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농촌 노인

의 경우 앞선 지역교류 정도 차이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에 비해 마

을단위 모임이 활발하고, 다른 세대와 달리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한 정보 취득보다는 이러한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정치 관심도에 대한 문해수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김명용·전혜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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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노인의 문해와 건강, 삶의 질의 관계 

2.1. 농촌 노인 문해조사 분석

  문해가 농촌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앞서, 농촌 

노인들의 개인·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22 자존감,23 불안·우울,24 경제활동여부, 소득,25 삶의 질 

만족26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5점 척도)의 경우 여성(2.8)보다는 남

성(3.1)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69세 이하 3.3, 80세 이상 2.5), 독거 노

인(2.6)보다는 가족 동거 노인(3.0)일수록 좋았다. 자존감(범위 9~36, 이론

평균 22.5)은 여성(32)보다는 남성(32.6)이, 연령대가 낮을수록(69세 이하 

33.4, 80세 이상 31.0), 면(32.0)보다는 읍지역(32.5)일수록, 독거(30.8)보다

는 동거 가족(32.9)이 있을수록 높았다. 불안·우울 정도(범위 4~16, 이론평

균 10)는 연령대가 높을수록(69세 이하 4.7, 80세 이상 5.2), 가족 동거(4.7)

보다는 독거(5.2)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3-7>. 

22 자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5점 리커트 척도: 매우 좋지 

않음 1~매우 건강함 5).
23 Rosenberg(1965)가 제작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S)를 이훈진과 원호택

(1995)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음(10개 문항,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여 분석에는 

9개 문항만 사용). 
24 Kroenke, Spitzer, Williams & Lowe(2009)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함(4개 문항). 
25 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100만~150만 원, 150만~200만 원, 200만~250만 원, 

250만~300만 원, 300만~400만 원, 400만~500만 원, 500만 원 이상 등 9개 단계.
26 자신의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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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건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M SD P M SD P M SD P

성별
여성 558 2.8 .8 .000 32.0 3.7 .007 4.9 1.4 .220

남성 442 3.1 .9 32.6 3.9 4.8 1.4

연령

65~69 233 3.3 .9 .000 33.4 3.6
.000

4.7 1.4 .000

70~74 251 3.1 .8 32.7 3.6 4.6 1.1

75~79 256 2.8 .8 32.1 3.9 4.8 1.3

80 이상 260 2.5 .8 31.0 3.7 5.2 1.7

지역
읍지역 488 3.0 .8 .140 32.5 3.8 .036 4.8 1.4 .431

면지역 512 2.9 .9 32.0 3.8 4.9 1.5

가족
독거 301 2.6 .9 .000 30.8 3.9 .000 5.2 1.7 .000

가족동거 699 3.0 .9 32.9 3.6 4.7 1.2

전체 1000 2.9 .9 32.3 3.8 4.9 1.4

<표 3-7> 농촌 노인의 개인·지역 특성별 건강 및 삶의 질(1)

주: 건강상태 =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불만 1~만족 5).

자존감 = 자존감 4점 척도 9개 문항(내적합치도 0.844)의 합(범위 9~36, 이론평균 22.5).

불안·우울 = 불안·우울 4점 척도 4개 문항(내적합치도 0.799)의 합(범위 4~16, 이론평균 10).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읍지역(0.7)보다는 면지역(0.9)이 높

았고, 소득수준(범위 1~9)은 여성(2.8)보다는 남성(3.1)이, 연령대가 낮을수

록(69세 이하 3.8, 80세 이상 1.8), 독거(1.7)보다는 동거가족(3.4)이 있을수

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5점 척도)은 연령

대가 낮을수록(69세 이하 3.6, 80세 이상 3.3), 면(3.4)보다 읍(3.5)지역 거

주자일수록, 독거(3.2)보다 동거가족(3.5)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표 3-8>.  

　 N
경제활동 소득수준 삶의 질 만족

M SD P M SD P M SD P

성별
여성 558 .8 .4 .430 2.8 1.8 .005 3.4 .7 .225

남성 442 .8 .4 3.1 1.7 3.5 .7

연령

65~69 233 .7 .4
.099

3.8 1.8
.000

3.6 .6
.000

70~74 251 .8 .4 2.9 1.7 3.5 .6

75~79 256 .8 .4 2.6 1.6 3.4 .7

80 이상 260 .9 .3 2.4 1.8 3.3 .7

<표 3-8> 농촌 노인의 개인·지역 특성별 건강 및 삶의 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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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경제활동 소득수준 삶의 질 만족

M SD P M SD P M SD P

지역
읍지역 488 .7 .5 .000 3.0 1.9 .106 3.5 .7 .003

면지역 512 .9 .3 2.8 1.7 3.4 .7

가족
독거 301 .8 .4 .923 1.7 .7 .000 3.2 .7 .000

가족동거 699 .8 .4 3.4 1.9 3.5 .6

전체 1000 .8 .4 2.9 1.8 3.4 .7

(계속)

주: 경제활동 = 경제활동 여부(안 함 0~하고 있음 1).

소득수준 = 월가구소득수준(5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9).

삶의 질 만족 = 5단계척도(불만 1~만족 5).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개인과 지역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 동거가족)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

촌 노인의 문해와 건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경제활동 여부, 소득, 삶의  

질 만족 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 노인의 문해는 건강, 자존감, 소

득, 삶의 질 만족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표 3-9>. 비문

해인 농촌 노인에 비해 기능문해 노인은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약 4.4배,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할 확률이 약 5.0배로 나타났다. 농

촌 노인의 자존감은 비문해 상태보다 기능문해 상태에서 2.2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촌 노인의 문해는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수준, 불안·우울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못하였다. 

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건강 및 삶의 질

건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삶의 질 
만족

성별

(남성)
여성

0.663 -0.223 -0.026 0.542** 1.047 1.188

(0.086) (0.212) (0.098) (0.081) (0.151) (0.161)

연령

(70세

미만)

70~74
0.703 -0.349 -0.178 0.565** 0.437** 0.823

(0.123) (0.278) (0.121) (0.110) (0.078) (0.161)

75~79
0.423** -0.565 -0.089 0.314** 0.319** 0.681
(0.079) (0.297) (0.130) (0.065) (0.065) (0.136)

80 이상
0.268** -0.951** 0.260 0.114** 0.296** 0.602**
(0.052) (0.310) (0.148) (0.028) (0.069) (0.125)

거주지

(읍)
면지역

0.874 -0.012 0.061 1.105 0.846 0.650**

(0.104) (0.198) (0.092) (0.160) (0.117) (0.086)

<표 3-9> 농촌 노인의 문해와 건강 및 삶의 질 관계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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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건강 및 삶의 질

건강상태 자존감 불안·우울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삶의 질 
만족

동거가족

(없음)
동거가족 있음

1.256 1.348** -0.291* 2.092** 11.499** 1.844**

(0.183) (0.252) (0.127) (0.387) (2.578) (0.280)

문해

수준

(비

문해)

반문해
1.374 0.969* -0.200 1.740 1.321 1.376

(0.462) (0.488) (0.304) (0.840) (0.552) (0.400)

기초문해
2.582** 1.084* -0.198 1.858 1.827 2.641**
(0.831) (0.472) (0.287) (0.860) (0.726) (0.690)

기능문해
4.368** 2.179** -0.481 2.296 2.162 5.028**
(1.457) (0.490) (0.289) (1.068) (0.864) (1.362)

모형

F 18.22 4.89
 R2

(Adjusted

or Pseudo)

0.084 0.137 0.048 0.161 0.166 0.083

주 1) * p < 0.05, **p < 0.0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별로 자존감과 불안·우울 척도는 선형회귀분석, 경제활동 여부는 이항로짓, 건강상태, 소득

수준과 삶의 질 만족은 순위로짓을 이용함. 이항로짓과 순위로짓은 추정계수의 지수승(exponentiated 

coefficients)을 표시하였음.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계속)

2.2. 성인문해능력조사 원자료 분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의 성인문해능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용한 변인인 생활만족도와 가구소득에 대하여 노인(60세 

이상)의 문해수준에 따라 지역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영향력

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유형별 생활만족정도(불만족=0, 만

족=1)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분형 로짓분석

을 통해 성별, 나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지역유형별 노인의 문

해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노인의 경우 문해수준 1 노인에 

비해 문해수준 4 노인은 생활에 만족할 확률이 2.4배, 중소도시 노인은 3

배, 농어촌 노인은 4.1배 높았다<표 3-10>.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문해수준 

1에 비해 문해수준 2 또는 문해수준 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

만족도와 관계성을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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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
Exp

(B)
B

Exp

(B)
B

Exp

(B)

성별(남)
.500

(.265)
1.649

.033

(.266)
1.033

.451

(.441)
1.570

연령

(60대)

70대
.162

(.288)
1.176

-.375

(.295)
.687

-.503

(.428)
.605

80대 이상
-.052

(.415)
.949

.248

(.426)
1.281

-.111

(.574)
.895

문해

(수준 1)

수준 2
.367

(.385)
1.444

-.034

(.334)
.967

.202

(.530)
1.224

수준 3
.723

(.392)
2.060

.328

(.378)
1.388

1.045

(.614)
2.843

수준 4
.888

(.376)*
2.430

1.098

(.420)**
2.998

1.400

(.636)*
4.057

상수항
-.214

(.571)
.807

1.025

(.556)
2.787

.234

(.918)
1.264

분류정확도(%) 75.8 77.9 76.9

<표 3-10> 문해와 지역유형별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계 회귀분석

주: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원자료.

  노인의 문해수준에 따라 지역유형별 소득정도(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

만=0, 월 100만 원 이상=1)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유형

에 관계없이 문해가 소득에 영향을 주었다<표 3-11>. 문해수준 1 노인에 

비해 문해수준 4 노인의 소득이 월 100만 원 이상일 확률이 대도시는 2.4

배, 중소도시는 3.0배, 농어촌은 4.1배 높았다. 생활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지

역유형에 관계없이 문해수준 1에 비해 문해수준 2 또는 문해수준 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득과 관계성을 가지지 못했다. 

  농촌 노인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문해수준이 경제활동 여부와 가구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못하였는데, 성인문해능력조사 

분석결과에서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 노인들에게도 문해수준이 가구소

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의 경우 노인 상당수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노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경우 24%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농촌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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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45.9%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즉 문해수준과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는 단순 노동 중심의 농업 참여가 활발한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문해

수준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변인
(더미변환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
Exp
(B)

B
Exp
(B)

B
Exp
(B)

성별(남)
-.186

(.261)
.830

-.192

(.246)
.825

-.119

(.397)
`.887

연령

(60대)

70대
-.749

(.272)**
.473

-.869

(.275)**
.419

-1.131

(.379)**
.323

80대 이상
-.690

(.395)
.502

-1.350

(.360)**
.259

-2.135

(.628)**
.118

문해

(수준 1)

수준 2
-.061

(.353)
.941

.168

(.313)
1.183

.661

(.513)
1.937

수준 3
.670

(.357)
1.954

.524

(.356)
1.688

.337

(.515)
1.401

수준 4
1.770

(.379)**
5.869

.773

(.355)*
2.167

1.763

(.540)**
5.828

상수항
.692

(.563)
1.998

1.255

(.521)*
3.507

.235

(.833)
1.265

분류정확도(%) 70.2 70.7 74.6

<표 3-11> 문해와 지역유형별 노인의 가구소득 관계 회귀분석

주: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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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의 성인문해

능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문해와 노인의 삶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노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서비스 이용,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정도를 높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또한 문해는 농촌 노인의 건강 인식, 자존감, 

삶의 질 만족과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유형별로 문해가 노인

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소 달랐다. 국가평생교육원 성인문해능력 

조사 분석 결과, 도시 노인에 비해 문해수준이 농촌 노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농촌 노인의 경우 마을 단위 다양한 모임 활동

이 활발하여 도시에 비해 문해수준이 낮다고 사회참여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단순 농업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여가 활

발하다 보니 문해수준이 경제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문해의 노인 삶에 대한 영향력은 비문해에 비해 반문해나 기초문해 

등 중간단계의 문해수준보다는 기능문해일 경우가 더 높았다. 이는 농촌 

문해교육이 문자해득을 위주로 한 기초문해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문해능력 획득까지 이어져야 노인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 노인 문해교육 실태  제4장

  이 장에서는 정책관련 문헌, 기존 관련 통계, 이 연구의 설문 조사 자료

를 토대로 농촌 노인 문해교육 공급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및 프로

그램, 법·예산 등 지원 기반과 실제 문해교육 제공 실태, 문해교육 관련 문

제점과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1. 문해교육 정책과 지원 기반

  문해교육 정책 추진의 간략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현 정부(중앙, 지

방) 차원의 문해교육 정책과 제도적 지원 기반 실태를 분석하였다.

1.1. 문해교육 정책 약사

  우리나라의 문해교육 정책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60~90년대 

소강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

였다. 해방 이후 국민들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사회교육 차원의 ‘문맹퇴

치 5개년 계획(1954~58)’. 학령기 아동 대상의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

(1954~59)’ 등 활발한 ‘문맹퇴치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1960년 초반 당시 

문해교육이 완성되었다는 성급한 인식하에27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정책

에 집중함으로써 문해교육 정책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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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학, 공민학교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 문해교육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정책적 차원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정

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정책이 강조되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

서 문해교육이 다시 정책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28 2001년도부터 시작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문해교육

이 부활되었다. 또한 동년에 시작된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통해 일부 지자체

를 중심으로 성인문해교육 조례가 제정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변종

임 외 2012: 50). 더불어 2000년대 국제기구(UNESCO나 OECD)에서도 성

인의 문해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고, 2006년에 본격적

인 국가적 수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곽삼근·박세영 

2016: 92-94).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29 문해교

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30 성인 문해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 개발

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2008년) 이후 문해교육사업 관리가 체계

화되기 시작하고,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2009년), 문해교육의 개념

을 문자해득교육에서 기초생활능력까지 확대하고(2014년),31 문해교육에 

27 1954년 문맹퇴치 5개년계획을 수행하면서 사업 착수 당시의 문맹률을 14%라고 

발표하였는데, 1957년에 그 비율이 8%로, 그리고 1958년 사업이 완수되는 해의 

문맹률이 4%까지 떨어졌다고 파악하였음(황종건 2005).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

사결과와는 달리 1958년 당시 국가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서 밝혀진 

한국성인의 문맹률은 22%였음(김종서 1961; 정지웅·김지자 2013: 102 재인용).
28 기존 사회교육법(1983년 제정)을 대체함.
2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

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30 제2조(정의) 3항의 문자해득교육(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

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조항이 삽입

되고 제6장에서 문자해득교육의 실시(제39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 등(제40조)을 다루고 있음.
31 제2조(정의) 3항의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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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 국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에 문해교육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평생교육법 제39조2)되고, 국가 문해교육 전담기관인 국가문해교육센

터가 설치되면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조사, 광역 거점기관 운영, 문해교

사 연수, 문해교재 개발 등의 제반 문해교육 지원 활동들이 좀 더 체계적

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1.2. 문해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교육당국은 2016년부터 매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

고 있는데, 2018년 기본계획(교육부 2018)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비전을 

‘성인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으로 설정하고,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2022년까지 64만 명의 

문해교육 수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4-1>.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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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성인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

목
표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의 기회 제공
- 2022년까지 64만 명 수혜 -

※ 2017년 조사결과, 비문해인구(초1~2학년 학습 필요) 311만 명 중 11%인 34만 명이 교육 희망 

(2006~17년까지 30만 명 교육)

자료: 교육부(2018).

<그림 4-1>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문해교육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내용(교육부 2018: 5)을 보면 국가-지역

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문해능력조사, 문해교육실태조사, 문해교육기관 

행재정지원, 문해교원양성·연수,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확대), 수혜자 

중심 문해교육 활성화(교육소외지역 소규모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

자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성인문해교육방송, 문

해교과서 무상보급), 생활문해 중심 문해교육 지원(학력인증 문해교육과정 

개편, 생활문해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민·관 협력 

강화(범부처 협력, 공공기관·기업·민간 단체와의 연력과 자원 연계) 등이 

있었다. 국가 수준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해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단위 문해교육센터의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2017년 3개

소(경기, 충남, 대전)를 2022년까지 17개 모든 광역 지자체에 설치하려고 

한다. 2016년부터 EBS를 통해 성인문해교육 콘텐츠(2016년초 1∼3학년 

과정 78편→2017년초 4∼6학년 과정 52편→2018년 기초생활영어, 26편)

를 개발·편성·방송하고 있으며, 문해교과서(초등과정 15권, 중학과정 15권, 

생활문해 3권 등 총 33권)를 개발하여 무상보급하고 있다<표 4-1>. 이 밖에 

부처 간 자원을 공유하여 생활밀착형 기초생활능력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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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자원을 문해

교육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을 하고 있다(교육부 2018).

영역
교과서 구성

워크북 계
수준 권수

초등

소망의 나무(1~2학년) 4 1 5

배움의 나무(3~4학년) 4 1 5

지혜의 나무(5~6학년) 4 1 5

중학

1학년(국, 수, 사, 과, 영) 5 5

2학년(국, 수, 사, 과, 영) 5 5

3학년(국, 수, 사, 과, 영) 5 5

생활문해

금융문해(금융사기예방 등) 1 1

교통안전문해(안전한 보행 등) 1 1

정보문해(메신저 활용법 등) 1 1

<표 4-1> 성인 문해교과서 개발·보급 현황

자료: 교육부(2018).

  저학력 성인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초등 또는 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증 제도(평생교육법 제 

40조)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2014a, 2014b) 교육과정 고시 기준과 광역 

교육청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32 교육과정은 초등 3단계, 

중학 3단계로 이뤄지는데 초등의 경우 연간 240시간, 중학과정의 경우 연

간 4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표 4-2>. 

32 교원 배치 기준(경상북도 교육청 2017)을 보면 초등학교과정 학급당 1명 이상, 

중학교과정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 비율로 더 배치. 학급의 규모는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시설·설비 기준으로 수업실 1실 이상(30㎡+(학습자수 × 0.5㎡)), 교원 연구실 1실 

이상(다만, 교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연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학급 

규모는 5인 이상 3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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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학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교

과

영

역

국어 172 154 115 100 100 100

사회 20 70 70 70

수학 28 28 23 60 60 60

과학 13 70 70 70

영어 8 14 60 60 60

기타 
10

(음악·미술)

15

(한문)

50

(선택)

50

(선택)

50

(선택)

소계 200 200 200 410 410 410

창의적 체험활동 40 40 40 40 40 40

연간 수업시간 240 240 240 450 450 450

<표 4-2> 초등 및 중학 학력 인정 교육과정 기준 

 

자료: 교육부(2014a, 2014b).

  농촌 문해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 지원 문해지원 프로그램·기관의 

최소 학습자 수를 완화(프로그램당 10명 이하→5명 이하, 기관당 30명 이

하→10명 이하), 정규 학교시설 및 교사를 활용한 문해교실 운영 방안 연

구를 위한 1면 1문해학교 시범 운영 사업이 있었다(교육부 2018). 

  국가 수준의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화가 최근에 이뤄졌기에 아직 지자체 

단위의 문해교육 정책은 활발한 편은 아니다. 다만 광역단위 문해교육센터

를 설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려는 노

력이 시작되었다. 2016년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설립한 경기도에서는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보급사업, 문해교원 연수, 컨

설팅,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보급

사업’을 통해 31개 시군에 약 3만 부의 보조교재를 보급하였으며, 초등과

정 및 중학과정 문해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문해교육컨설팅, 문해교육 네

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문해교원 및 강사 대상 보수교육, 성인문

해교육 시화전을 실시하였다(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a: 33). 도내 문

해교육기관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하는 등 문해교육 지원과 정

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기초지자체의 문해교육 활성화



농촌 노인 문해교육 실태  51

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설치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컨설팅, 

학력인정 프로그램 담당자 권역별 워크숍 및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문해교육을 공급하는 기관들의 운영형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시

설을 활용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 문해교육 운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 민간 단체나 재단 등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

램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인 문해교육 기관 유형을 보면, 

지자체가 직영(시·군, 주민센터, 또는 마을회관 단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하거나, 교육청의 유관기관(교육문화관, 도서관 등), 국공립학교, 일반 국공

립기관, 민간단체, 문해교육 전담기관, 야학, 복지관,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기타 시립이나 개인 운영 등이 있다. 

1.3. 문해교육의 법적 근거와 예산

  국가적 차원의 문해교육의 정책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이다. 총 7장 46

조로 구성된 평생교육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18)에서는 제6장에서 문해교

육을 다루고 있었다. 제6장에는 문해교육의 실시(제39조), 문해교육센터 설

치 등(제39조의 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제40조), 문해교육종

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제40조2)이 담겨 있다. 지역 차원의 문해교육 

예산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9.2%(245개 중 145개)였다

(교육청은 17개중 6개: 부산, 대전, 전북, 경남, 경북, 제주)(교육부·국가평

생교육진흥원 2017). 이 연구의 기초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결

과 대도시는 55%, 도농통합시는 61%, 군지역은 50%가 관련 지원 조례가 

있었다. 문해교육 관련 조례는 평생학습 관련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경우와 

별도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분석결과, 2018년 10월 현재 50개 기초지자체에서 별

도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있었다. 군지역의 경우 가평군(2013년), 평

창군(2018년), 단양군(2012년), 서천군(2013년), 울진군(2016년), 칠곡군(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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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2014년) 등 7개가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 

  문해교육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연간 예산은 40억 원 규모였고, 이들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60～70%)을 차지하는 사업은 지자체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그림 4-2>. 사업 예산은 연간 20～25억 원 

내외로 2006년 처음 시작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사업에서는 기초 

지자체 및 소속기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등 프로그램 운

영비(교·강사비, 체험활동비 등)를 지원한다(기관당 최대 1,000만 원까지(대

응투자 70%)). 

자료: 교육부(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그림 4-2> 성인문해교육 예산 추이(2010~2017)

  중앙정부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 규모는 지

난 11년간(2006년 대비 2017년) 7배 이상 증가(8.3억 원에서 58.6억 원)하

였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 수는 61개에서 162개, 교육기관은 178개에서 

377개로 증가하였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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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지원금액(백만 원) 지원대상(개)

국고지원 지자체 대응 지자체 교육기관

2006 1,375 828 61 178

2007 1,800 1,619 108 356

2008 2,000 3,000 118 439

2009 2,000 2,424 130 353

2010 2,000 2,398 134 348

2011 1,800 2,068 129 360

2012 1,500 2,026 107 189

2013 1,950 2,263 130 261

2014 2,200 3,132 142 306

2015 2,250 3,398 146 318

2016 2,436 4,978 162 384

2017 2,436 5,862 165 377

<표 4-3> 연도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2006~2017)

자료: 교육부(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예산(중앙정부 사업 대응투자 포함)을 보면, 

광역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평균 2억 6천여 만 원, 기초 지자

체의 경우 평균 6천 6백만 원 수준이라고는 하는데(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017),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역유형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그림 

4-3>. 이 연구의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연간 예산규모가 3천만 원 이하가 

과반 이상이었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많아 1억 원 이상인 지자

체도 20%가 넘었다<그림 4-4>.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

(2015)의 경우 시·군당 평균 2.5천만 원, 경기도(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b)의 경우 시·군당 평균 2.7천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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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그림 4-3> 광역별 기초지자체 문해교육 연간 예산

단위: 백만 원 

            (%)

자료: 이 연구의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그림 4-4> 지역유형별 문해교육 연간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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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해교육 공급 및 참여 실태

  이 절에서는 문해교육 정책에 따른 문해교육 공급 실태와 수요자 측면에

서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2.1. 문해교육 공급 실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이 파악한 전국의 문해교육기관은 

1,249개로 이 중에 지자체 직영이 40.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복지관

(26.7%), 민간단체, 국공립학교,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의 순이었다

<표 4-4>. 대도시는 복지관 등의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지만, 농어촌의 경우는 지자체 직영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에서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결과,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대도시(15.0%)에 비해 중소도시(63.6%)나 농

어촌(71.4%)의 제공 비중이 매우 높았다.

지역유형
전체

(n=1249)
대도시

(n=384)
중소도시
(n=556)

농어촌
(n=309)

기관

유형

지자체 직영 15.9 39.9 71.2 40.3
교육청유관 5.2 2.3 1.3 3.0
국공립학교 11.2 3.1 1.9 5.3
기타 국공립 0.8 1.8 0.6 1.2
민간단체 7.8 8.5 8.4 8.2
문해교육 전담기관 5.2 3.8 3.2 4.1
야학 5.7 6.5 0.6 4.8
복지관 39.8 27.0 10.0 26.7
사립학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4.2 2.3 0.6 2.5
종교단체 2.1 1.6 0.6 1.5
기타 시립 개인 등 2.1 3.2 1.3 2.4

합 100.0 100.0 100.0 100.0
학력인증기관(n=220) 21.4 13.7 6.8 14.3

<표 4-4> 지역유형별 문해교육기관 현황

단위: %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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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문해교육기관 수를 보면 대도시는 6～10개(51.8%), 중소도시

는 11개 이상(37.3%), 농어촌은 5개 이하인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다

<그림 4-5>. 문해교육기관 중에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이 있다. 광역 교육감이 학교 또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문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정하여 지정하

는 경우가 있는데, 문해교육기관들 중에 학력인증기관은 모두 246개(2017

년 11월 기준)이다. 지역유형별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비율을 보면 대도

시(21.4%), 중소도시(13.7%)에 비해 농어촌(6.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문해교육기관 수도 적고, 국가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양질(시설, 교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국가가 인정)의 문해교육을 제

공하는 인정 프로그램 기관 역시 적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그림 4-5> 지역유형별 문해교육기관 수 분포

  교육부(2018)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누적 연인원 30만 1,435명이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평균 2.5만 명, 최근 3년 평균 3.7만 명)<그림 4-6>. 이중에 학력인정 문

해교육(2011년부터 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중학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8,802명(초등 7,878, 중학 924명)이었다. 2017년 현재 설치·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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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영되는 학력인정과정은 246개였다<표 4-5>.

자료: 교육부(2018).

<그림 4-6> 연도별 문해교육 수혜자 현황

광역
지자체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중과정
합계

설치 지정 계 설치 지정 계 지정 계

서울 22 28 50 1 1 2 11 11 63

부산 10 8 18 0 0 18

대구 5 5 1 1 0 6

인천 6 6 0 0 6

광주 1 3 4 1 1 2 1 1 7

대전 1 1 1 1 0 2

울산 6 6 0 0 6

세종 1 1 0 0 1

경기 21 30 51 2 2 5 5 58

강원 7 7 0 0 7

충북 5 5 0 0 5

충남 1 20 21 0 1 1 22

전북 10 10 0 0 10

전남 14 14 0 1 1 15

경북 5 5 0 1 1 6

경남 8 5 13 0 0 13

제주 1 1 0 0 1

계 68 150 218 3 5 8 20 20 246

<표 4-5> 광역지자체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현황

자료: 교육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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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교육 참여자에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도 있

지만 대다수가 노인이다. 교육부(2018) 자료에 의하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

업을 받는 대상자 중에 60대 이상이 87.7%(60대 25.1%, 70대 45.4%, 80대 

이상이 17.2%)였다<그림 4-7>. 이 연구의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

사결과를 보면, 지자체 문해교육 대상자 연령 구성이 농촌의 경우 90%가 

65세 이상이었고, 도시 경우 85%가 65세 이상이었다(농촌의 경우 80세 이

상도 30.7%가 되었음)<표 4-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2017b)의 도내 문

해교육기관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 비중이 70%였다.  

자료: 교육부(2018).

<그림 4-7>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연령대별 참여학습자 비율

지역유형　
연령

합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대도시 16.0 25.0 27.0 20.0 12.0 100

중소도시 15.4 22.4 27.0 24.4 10.8 100

농촌 10.5 11.7 15.5 31.6 30.7 100

<표 4-6> 지역유형별 문해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연령 구성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문해교육 기회가 도·농 간에 균등하게 제공되었을 경우, 농촌 노인 중에 

약 7.4만여 명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33 이는 18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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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통계청 2015b)의 4% 수준으로, 40여 만 명 규모의 농촌 노인 기

초문해교육 잠재수요자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2.2. 문해교육 참여 실태

  이 연구에서의 농촌 노인 문해 조사에 따르면 문해교육에 참여하거나, 

참여경험이 있는 농촌 노인은 12.6%(농촌 노인수로 환산하면 23.3만 명)이

었다<표 4-7>. 문해교육 참여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14.3%, 남성은 

10.4%, 연령대별로는 60대 후반이 10.3%, 70대 초반이 14.8%, 70대 후반

이 15.6%, 80대 이상이 10.6%, 지역별로는 읍지역이 12.3%, 면지역이 

13.0%였다. 앞서 문해교육 공급 실태에서 살펴본 바로, 농촌 노인의 4%가 

문해교육을 공급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은, 실제 농촌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문화·복지 활동

을 통해 문해교육을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해수준 문해교육 참여 경험

전체비
문해

반
문해

기초문해
참여
경험

현재 
참여

참여 
안 함

성별
여성 7.2 20.6 36.6 5.0 9.3 85.7 100.0

남성 2.0 11.5 35.5 4.5 5.9 89.6 100.0

연령

65~69세 0.4 3.9 23.6 2.1 8.2 89.7 100.0

70~74세 2.8 10.0 42.2 4.8 10.0 85.3 100.0

75~79세 4.7 23.0 36.3 7.4 8.2 84.4 100.0

80세 이상 11.2 28.1 41.2 4.6 5.0 90.4 100.0

읍면
읍지역 3.5 16.0 34.2 5.9 6.4 87.7 100.0

면지역 6.3 17.2 37.9 3.7 9.2 87.1 100.0

전체 4.9 16.6 36.1 4.8 7.8 87.4 100.0

<표 4-7>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참여 경험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33 30만 1,435명(문해교육 이수자) × 0.85(문해교육 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 × 

0.288(전체 노인 중 농촌 노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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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노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접하는 프로그램 종류를 조사한 결과, 건

강·체육활동(수영, 탁구, 체조, 게이트볼, 요가)(6.2%), 문화·여가(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 사물놀이, 하모니카, 사진, 풍선아트)(5.0%), 언어교육(영어

교실, 한자교실, 중국어교실 등)(1.6%) 등과 연계하여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8>. 실제 한글교실이나 학력인정과정을 참여한 비율은 3.6%로, 교

육부의 문해교육 공급량 통계(4%)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작업기술교육(컴퓨터, 농업기술, 리더십)

건강·체육활동(수영, 요가, 웃음치료, 헬스,

체조, 탁구, 테니스, 당구, 게이트볼 등)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댄스, 서예,

사군자, 바둑, 사물놀이, 악기, 풍선아트 등)

언어교실(영어, 한자, 중국어, 일어)

한글교실, 학력인정과정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그림 4-8> 농촌 노인이 문해교육을 접한 프로그램 종류(복수응답)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에서도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문해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 컴퓨터·스마트폰 교

육, 역사·문화교육, 어학교육, 스포츠·건강, 노래교실 등을 연계하여 제공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9>. 지역별로는 연계 프로그램이 다

소 차이가 있었는데,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결과, 대도시에 비해 농어

촌은 컴퓨터·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연계 비율은 낮고, 스포츠·건강 프로

그램 연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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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 연구의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그림 4-9> 지역유형별 문해교육 연계프로그램(복수응답)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수료율과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지자체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조사결과, 노인 학습자의 문해교육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

우가 대도시(50%)나 중소도시(35%)에 비해 농어촌지역(79%)에서 훨씬 많

았다. 한편, 농촌 노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에 대

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 지역유형(읍·면)에 관계없이 매우 높았는데, 응답

자의 97.6%가 만족을 하고 있었다<표 4-8>. 문해교육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에 좋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29.5%), 타인과 교류 확대(23.0%), 

생활의 편리성 증가(20.5%), 자신감 제고(18.9%), 치매 예방(8.2%) 등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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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교육 만족

문해교육 좋은 점
합

치매예방
정신
건강

생활 
편리

교류  
확대

자신감
새로운 

꿈

성별
여성 96.3 11.7 35.1 15.6 19.5 18.2 3.9 100.0
남성 100.0 2.2 20.0 28.9 28.9 20.0 2.2 100.0

연령대

65~69세 100.0 0.0 31.8 4.5 18.2 36.4 9.1 100.0
70~74세 100.0 5.4 27.0 16.2 27.0 21.6 2.7 100.0
75~79세 95.0 15.8 23.7 31.6 28.9 5.3 2.6 100.0
80세 이상 96.0 8.0 40.0 24.0 12.0 20.0 0.0 100.0

읍면
읍지역 98.4 12.1 31.0 13.8 22.4 22.4 3.4 100.0
면지역 96.9 4.7 28.1 26.6 23.4 15.6 3.1 100.0

전체 97.6 8.2 29.5 20.5 23.0 18.9 3.3 100.0

<표 4-8>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만족도와 좋은 점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3. 문해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

  농촌 노인과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3.1.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 참여는 문해교육이 절실한 노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갖춘 노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농촌 노인 문해 조사결과

를 보면, 문해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농촌 노인이 12.6% 정도라지만, 실제 

참여 노인의 대다수(85.7%)는 기초문해, 기능문해 노인들이었다<표 4-9>. 

비문해 노인 중에는 96%가, 반문해 노인의 91.0%가 문해교육 참여 경험이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노인 문해교육의 2/3는 문해교육 위주

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문해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문해교육에 대

한 접근성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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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수준
문해교육 참여 경험

전체
참여한 적 있음 현재 참여 참여 경험 없음

비문해 2.0 2.0 95.9 100.0
반문해 3.0 6.0 91.0 100.0

기초문해 5.3 8.6 86.1 100.0
기능문해 5.4 8.5 86.1 100.0

전체 4.8 7.8 87.4 100.0

<표 4-9>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별 문해교육 참여 경험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일반 노인에 비해 비문해 노인의 문해교육 요구가 더 높았다. 이 연구에

서 실시한 농촌 노인 실태 조사에서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을 조사한 결과, 

스포츠·건강(49.8%), 노래교실(42.1%), 컴퓨터·스마트폰(31.0%)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문해교육(8.7%)이 그다음이었다<표 4-10>. 하지만 비문해 

농촌 노인의 경우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60.0%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평생학습 관련 실태나 요구 조사에서는 도시 중심, 그것도 가장 

학습이 왕성한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잡히지를 않는 경향이 있었다.34 그러다 보니 농촌 노인들

의 높은 문해교육 요구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글을 모르는 농촌 노

인에게 있어 문해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 준다.

문해수준

교육 내용

전체문해
교육 

학력인정
교육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노래 
교실

문화 
예술 
교육

역사 
문학 
교육

경제교육 농업교육

비문해 60.0 8.0 16.0 20.0 36.0 0.0 4.0 0.0 4.0 100.0
반문 26.7 2.0 23.8 47.5 58.4 4.0 5.0 0.0 1.0 100.0

기초문해 4.4 0.5 28.4 53.4 51.5 5.4 4.9 2.5 2.9 100.0
기능문해 1.3 2.6 36.4 50.7 30.8 8.6 5.6 6.0 5.0 100.0

전체 8.7 2.1 31.0 49.8 42.1 6.5 5.2 3.6 3.6 100.0

<표 4-10> 농촌 노인의 교육내용 요구(복수응답) 

주: 모든 문해수준에서 응답빈도가 낮은 어학교육(2.8%), 농업 외 직업교육(1.4%), 시민참여교육(1.7%)은 

표에서 제외.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34 한 예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교육부의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는 2015년 

까지는 만 64세 이하까지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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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노인들은 개인학습보다는 집단학습을 선호하고 근접 시설에 대한 

교육 선호가 많았다.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 조사 결과, 선호하는 학습

방식으로 집단학습(95.4%)이 개인학습(4.6%)보다 월등히 많았다<표 4-10>. 

한정란(2012)은 노인 학습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상태 변화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보다는 기관에서 하는 집체 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일치하는 결과였다. 선호하는 교육 장소는 마을

회관(경로당)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읍면시설(21.1%), 시군시

설(7.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회관(경로당) 선호 비율

이 높았고, 읍면이나 시군시설 비율이 낮아졌다. 근접시설에서의 교육 요

구는 문해수준이 낮을수록 분명했다. 

 

선호하는 교육장소

합마을회관
(경로당) 

읍면시설
시군 
시설

교회 복지관
문화
센터

본인 집

성별
여성 71.3 19.8 6.1 0.8 0.4 0.4 1.2 100.0

남성 61.5 24.0 11.5 1.0 0.0 0.0 1.9 100.0

읍면
읍지역 71.0 21.7 5.8 1.4 0.0 0.0 0.0 100.0

면지역 66.7 20.7 8.9 0.5 0.5 0.5 2.3 100.0

문해

수준

비문해 92.9 0.0 0.0 0.0 0.0 0.0 7.1 100.0

반문 80.3 13.6 3.0 0.0 0.0 0.0 3.0 100.0

기초문해 68.3 22.5 5.8 2.5 0.0 0.0 0.8 100.0

기능문해 60.9 25.2 11.9 0.0 0.7 0.7 0.7 100.0

전체 68.4 21.1 7.7 0.9 0.3 0.3 1.4 100.0

<표 4-11> 농촌 노인의 주요특성별 선호하는 교육장소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3.2. 문해교육 기관 및 제도

  학습자의 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인 및 상황적 요인이 장애요

인으로 작용한다(곽삼근·이숙원 2003; 마상진 2014). 농촌 노인의 교육참

여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리·체력적인 문제와 교육 정보 접근성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설문조사 결과, 교육참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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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인으로 교육정보 불충분(46.4%),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44.5%), 체력

문제(35.1%),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불충분(34.4%), 교육시기 불만

(32.2%) 등이 많이 응답되었다<표 4-12>. 특히 비문해 농촌 노인의 경우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51.7%), 체력문제(44.8%), 교육정보 불충분(41.4%)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문해수준

상황요인 개인요인

전체
비용 

시간
부족

(가사)
교통

시간 
부족

(경제)

교육
기관 

불충분

너무
늦음

자신감
부족

체력
문제

주변
시선

비문해 17.2 10.3 34.5 31.0 17.2 51.7 20.7 44.8 3.4 100.0

반문해 28.2 11.1 25.6 28.2 9.4 37.6 19.7 45.3 3.4 100.0

기초문해 28.6 13.9 17.1 33.5 14.7 45.3 25.7 34.7 3.3 100.0

기능문해 23.4 13.2 18.6 37.5 15.6 45.6 23.7 30.9 5.4 100.0

전체 25.7 13.0 19.9 34.4 14.4 44.5 23.6 35.1 4.3 100.0

문해수준

제도요인

전체교육정보  
불충분

엄격한 
교육참여 기준

복잡한 
교육등록 

절차

교육시기
불만

교육내용
불만족

강사
불만족

비문해 41.4 13.8 6.9 37.9 0.0 0.0 100.0

반문 41.0 1.7 17.9 33.3 2.6 4.3 100.0

기초문해 49.0 2.0 14.7 30.6 6.1 2.4 100.0

기능문해 46.8 6.3 12.9 32.4 5.1 1.2 100.0

전체 46.4 4.4 14.1 32.2 4.8 2.1 100.0

<표 4-12> 농촌 노인의 교육참여 장애요인

자료: 이 연구의 농촌 노인 실태조사.

  한편 문해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적 기반, 주요 주체

간 협력 미흡, 교육기관 및 문해교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육효창 외 2004; 신미식 2006; 전은경·최영창·배지홍 2015; 최영이·임

춘희 2015; 김경은 201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b). 지자체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예산 부족(69.7%), 강사수당 부족(62.1%), 시설

여건 미비(60.6%), 학습자모집의 어려움(60.6%), 관계자 협의 부족(50.0%),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47.0%), 전담조직 부족(36.4%) 등의 문제를 많이 제

기하고 있었다<표 4-13>.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문해교육 예산, 강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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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학습자모집 어려움 등과 더불어 도시 지역과 달리, 지자체장의 관심, 

교재 부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었다. 

　문제점　
지역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예산 부족 87.5 57.1 64.3 69.7

강사수당 부족 70.8 53.6 64.3 62.1

시설 여건 미비 70.8 60.7 42.9 60.6

학습자 모집 어려움 62.5 57.1 64.3 60.6

관계자 협의 부족 58.3 46.4 42.9 50.0

지자체장 관심 50.0 42.9 50.0 47.0

전담자, 조직 부족 45.8 28.6 35.7 36.4

프로그램 안정성 부족 37.5 39.3 28.6 36.4

교원 자질 부족 45.8 25.0 28.6 33.3

교재 부족 33.3 21.4 42.9 30.3

교육 성과 평가 부족 25.0 25.0  7.1 21.2

교원 부족 29.2 14.3 14.3 19.7

학습자 의지 부족  8.3  7.1  7.1 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 4-13> 문해교육기관 관계자가 인식하는 문해교육의 문제점(복수응답)

자료: 이 연구의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조사.

4. 소결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문해교육을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립에 이어 매년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

었다.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자체 성인문해교육 지원, 성인 문해 

교과서 및 콘텐츠 개발·보급, 문해 교원교육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촌에 특화된 사업으로 ‘교육소외지역 및 신문해계층 교육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1면 1문해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2016년 현재 3개

교 운영). 다양한 부처와 협업사업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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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사업은 없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5년 주기로 범부처 사업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문해관련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자체 간에 차이가 많았고, 지역유형별

로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라 할 수 있는 군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작지 않았

다. 군지역의 경우 도시 지자체보다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가진 경우가 적

었고, 예산은 기초 지자체 평균의 1/2 수준(3천만 원)도 못 되는 경우가 과

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는 1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참여율은 12.6% 수준이었는데, 이는 실제 문해교

육을 필요로 하는 노인 비율의 1/4(기초문해교육 기준으로는 1/2) 수준이었

다. 문해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문해교육 참여가 더 저조하여 비문해 농

촌 노인의 대다수(96%)는 문해교육 참석 경험이 없었다. 농촌 문해교육 프

로그램은 대부분 문해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 스포츠·건강 등의 프로그

램과 연계를 해서 제공하는 비인정 과정이었으며, 찾아가는 문해교육 위주

였다. 이처럼 도시에 비해 질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농촌 노인 문해 

학습자의 프로그램 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 노인 학습자들은 문

해교육이 정신건강에 좋고, 타인과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증

가시키고, 자신감을 높이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농촌 노

인들의 교육참여 장애요인으로는 교육정보 불충분,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 

체력문제,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불충분 등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비문

해의 경우 너무 늦었다는 정신적 두려움이 가장 많았다. 문해수준이 낮을

수록 근접시설(마을단위)에서의 문해교육 요구가 높았다. 문해교육 개선 

요구로 농촌 노인들의 참여 장애요인(심리·체력적 문제와 교육 정보 접근

성 문제)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문해교육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문해교육 

예산, 강사수당 부족, 학습자모집 어려움,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교재 부

족 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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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의 지자체별 문해교육기관 실태자료, 지자체 문해교육 관련 예산 등

을 토대로 문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2개 지자체와, 저

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지자체 등 총 4개 지자체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문해교육의 추진 배경, 제도적 기반, 추

진 실적과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1. 활성화 사례

1.1. 곡성군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인 전라남도 곡성군은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고, 

노인인구가 33%로 초고령화된 지역이다.35 군 인구 중에 문해교육 잠재수

요자는 43.3%로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성인 문해교육은 2006년 시

작되어 올해까지 11년째 진행되고 있다. 민간 교회에서 소수 인원을 대상

으로 진행하던 문해교육이, 담당 공무원의 제안으로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군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를 만들었고, 문해교육에 대한 

35 전체 인구 대비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14% 이상이 고령사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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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별도 문해교육 지원조례는 없지만, 평

생학습조례에서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문해교육 운영 경비, 교사연수 등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문해교육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

었다. 2018년 문해교육 예산은 1.93억 원으로 지자체 평균의 3배 수준을 

배정하고 있다. 담당조직은 군 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담당자가 한 명이지

만 평생학습사 직군으로 문해교육 전담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12년 동

안 담당자가 한 번만 바뀌어, 현 주무관은 두 번째 담당자로 7년째 군의 문

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이 주도하던 문해교육 초기부터 한글학교를 시행하던 교회의 목사를 교

사로 채용하여 민간과 연계를 지속하였다. 문해교육 초기부터 문해교육 민

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문해교육생 모집과 운영에 있어 마을 이장과 면사

무소가 원활히 협조하였다. 

곡성군의 찾아가는 문해교실(읍면별 학습반) 현황(2018년)

○ 운영기간 : 2018. 1. 8.(월)~12. 31.(일)

○ 운영장소 : 마을회관

○ 교육 시간 편성 기준 : 총 50주 

- 특별반 및 1학년 : 주 2회, 4시간 / 총 100회, 200시간

- 2~3학년 : 주 3회, 6시간 / 총 150회, 300시간

○ 교육운영 학습반 편성 : 30개 학습반, 403명

구분 합계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합계 30 1 2 4 3 4 2 4 2 2 3 3

1학년 10 0 1 0 2 1 1 2 1 0 1 1

2학년 9 0 1 1 1 2 0 1 1 1 0 1

3학년 9 1 0 2 0 1 1 1 0 1 1 1

특별교육 2 0 0 1 0 0 0 0 0 0 1 0

자료: 곡성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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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교사는 한때 40여 명까지도 갔지만, 현재 20여 명 선으로 줄었다. 

대신 교사의 질을 높였다. 곡성군 문해교사들의 열의는 3년여간의 공동 작

업을 통해 농촌 지자체 특성과 노인 특성에 맞는 군 자체 문해교육 교재

(나를 찾아가는 우리글 여행: 초급 2권, 중급 2권, 고급 2권) 개발로 이어졌

다. 문해교사와 담당 주무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며, 

군에서는 문해교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시행계획과 행정을 지원하

고, 문해교사는 군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곡성군(2015).

<그림 5-1> 곡성군 자체개발 문해교재

  곡성군은 지역에 평생교육기관이나 야학, 학원과 같은 민간 학습기관이 

부족해서,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업이 문해교육 관련 유일한 

사업이다. 민간 자원부족이 오히려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250개 마을 중 30개 마을에서 학습반을 운영하여,  

400여 명의 노인이 주 2, 3회 진행되는 문해교육 수업을 받고 있다. 학력인정 

과정은 아니지만,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1단계 초등 1, 2학년 수준에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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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집살이

지역교육청의 순화사서로 일하던 A관장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정리를 도와주던 할머

니들이 자꾸 책을 거꾸로 꽂아, 잘못 꽂혔다고 말씀드리면 엉뚱한 책을 빼내기도 했

다. 이후 할머니들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한글 교실을 열었다. 할머

니들은 한글을 배우고 나니 ‘눈을 뜬 것처럼 딴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하며, 한글을 

배우고 나니 상점 간판이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어서 좋고, 전화도 스스로 번호를 누

5, 6학년 수준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곡성군의 문해교육의 효과에 대해 군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

었다.

  문해교육을 받은 노인은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문해 능력

을 갖추게 되어 버스를 혼자 탈 수 있고, 시나 동화책을 읽으며, 편지를 쓸 수 

있다. 3년간의 긴 과정을 완수했다는 자긍심을 또한 갖게 된다. 문해교육을 

통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

다. 문해교육 이전에는 면사무소 출입을 꺼려했지만, 문해교육 이후 자신있게 

면사무소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문해교육의 효과로 인해 군수와 의회가 지

속적으로 문해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해교육은 문해능력만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인

들은 문해수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관계를 지속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

해 문화 욕구를 충족한다. 또한 교사는 수업만을 하지 않고, 노인들의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문해교육 관련한 해결과제로 문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졸업 이후

에도 문해교육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예산과 교육과정 등의 지원

이 필요한 사후관리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문해교육이 지속되

면서, 비문해 노인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문해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주

로 주민이 적은 먼 마을에서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또한 문해교육 대상자

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

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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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詩집살이’란 시집은 곡성군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할머니 아홉 분의 시를 모아 출판한 것이다. 시집의 실린 시 몇 개를 소개한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와서 / 사뿐사뿐 걸어오네. 

― 눈
애기 젖 먹여 놓고 / 오장 상한께 / 날마다 산으로 갔지 / 한 단 한 단 해 놓은 

나뭇단이 / 설움만큼 높게도 / 뒷담에 쭈르라니 쟁여졌지. 

― 그대 이름은 바람
인자 허리 아프고 / 몸이 아프고 / 몸이 마음대로 안된께 / 마음이 쎄하다 / 

저 사람은 저렇게 빤듯이 / 걸어가니 좋것다 /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 

잘 걸어 갈끄나. ― 좋겠다
자료: 김막동 외(2016).

1.2.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는 인구가 12만 명이지만 2개 동, 2개 읍, 11면으로 구

성된 전형적인 농어촌 중심의 도농통합시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22.6%로 

군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초고령화된 상황이었고, 인구 중에 28.9%가 

문해교육 잠재수요자였다. 논산시에서 본격적인 성인 문해사업은 현 시장의 

제안으로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반 15~20명으로 시작되었다.36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동고동락사업을 시작하였고, 

성인문해사업은 이 사업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36 지자체장 어머니 역시 문맹이었는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문맹인 사실을 

숨겨 왔던 정환의 어머니 사연을 보고 문해교육사업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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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

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

는다.

③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자료: 논산시(2018).

<그림 5-2> 논산시 동고동락사업 플랫폼

  동고동락사업은 예산 중심의 수혜적 복지가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관계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을 중심의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홀몸 어리신 공동생활체’,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

강관리’,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음악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흩어져 있는 유관 조직을 별도 과로 통폐합하고, 이 산하에 분야별 3개 전

담팀을 두었다. 성인문해교육은 3개 전담팀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

장 포함 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2012년 제정된 평생학습조례도 있

지만, 별도의 성인문해교육의 지원 조례하에 예산도 15억 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농촌 지자체 문해교육 사례 분석  75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

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8).

  문해교육을 위해 도 평생교육원 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교육을 통해 

105명 정도의 문해교원을 확보하여, 2018년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및 찾아

가는 한글대학(30개 마을) 등을 통해 3,0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고 있었다. 

문해교원 간에 멘토·맨티 제도를 통해 학습장 경험, 상담 등의 노하우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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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있고, 밴드를 운영하여 교사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문해강사 워크

숍을 통한 별도의 연수도 진행하고 있었다. 문해교육에서는 한글 교육 외에

도 문자보내기 교육, 도로명 익히기 교육과 같은 기능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연계해 독서활동과 같은 교육, 어르신들의 정신적 치유 

활동, 독서코칭과 같은 교육, 컴퓨터 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기획 중이었다. 

  수업을 통해 은행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써 본 참여자, 행선지를 보고 버

스를 탄 참여자, 택배를 보낼 때 주소와 이름을 혼자 쓴 참여자들이 나타

나는 등 교육의 만족도는 높았다. 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천 

여명에 가까운 문해교육 대상자라는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문해

교육 대상자 발굴 문제와 현재 제공되는 대부분의 문해교육이 비학력인정

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논산시에서는 학력인정교육과 기초문해 이후의 교

육, 기능문해 확대 등을 당면 과제로 보고 있었다. 

곡성군 논산시

기본

면적 547km2 555km2

인구
(2017)

전체 인구 28,768명 123,774명
고령 인구 9,523명 27,990명

문해
교육
기반

지자체 예산(2018) 3,237.5억 원 5,988.1억원
문해교육 예산(2018) 1.93억 원(군비) 15억 원(시비)

조례 명칭(제정연도) 평생학습조례(2006)
평생학습 조례(2012)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2018)
문해교육 시작시기 2006년 2016년

담당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문해교육 담당 1명 행복배움팀장 1명 외 주무관 4명
문해교육만을 전담하는 주무관이 
있음. 7년째 문해교육 전담

행복배움팀이 어르신 한글대학만을 
전담함.

지자체장 의지
공무원의 노력을 통해 지자체 장의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냄.

현 지자체장의 문해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함.

문해
교육
실태

잠재수요자(2017)
(인구대비 비중)

10,293명
(43.3%)

28,089명
(28.9%)

문해교육기관 형태 군 직영 찾아가는 문해교실 종합사회복지관 + 찾아가는 한글대학
문해교육기관 수 

(민간 비중)
군 직영 이외 민간기관 없음.
30개 마을 학습반

민간 3곳, 지자체 3곳, 학교 1곳, 
교육청 유관기관 1곳 + 515개 마을

강사 20명 105명

강사협의회 / 지역협력 
거버넌스

협의회 있고, 담당자와 월 1회 정기적 
만남. 담당자와 협의회(장)이 
긴밀하게 역할을 수행: 담당자 계획, 
문해교사 실행 구조 

교사협의회 없지만 교사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표 5-1> 문해교육 활성화 지자체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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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논산시

현재 교육인력 / 
문해교육실적(누적)

400명
졸업(누적) 968명 

3,050명
졸업(누적) 4,980명

인증/비인증 프로그램  
비중

인증 1개 반/ 현 30개 반 운영 인증 2곳/ 30개 마을 참여

문제점 및 요구
후속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음. 

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에 초점  
교사들 후속 교육 요구
학력인증과정보다는 한글교육에 초점

(계속)

자료: 인구총조사(통계청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터뷰 내용.

2. 비활성화 사례

2.1. K군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인구 3.3만의 K군은 다른 농촌 지자체보다 고령

화 수준이 26.8%로 다소 양호하였지만, 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군민의 

31.2%로 적지 않은 편이다. K군의 평생교육은 2014년 평생교육진흥에 관

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었고, 문해교육은 2015년 마을평생교육 지

도자협의회에서 도 사업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문해교육 지원의 근거

는 평생교육 조례에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인기초’, ‘문자

해득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다양한 6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

램 중 하나로 성인문해교육이 운영됨에 따라 담당자 역시 평생교육 담당자

가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8년 문해교육 예

산은 연간 총 1,700만 원(도비 600만 원, 군비 1,100만 원)으로, 전국 지자

체 평균의 1/4 수준이었다. 현재 2명의 문해교사가 2개 마을에서 3개 문해

교육반(3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운영

되고 반별로 20여 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문해교사와 평생교육 담당자

는 비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문해교육 운영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문해교육이 전체 평생교육사업의 틀 안에서 작은 부분으로 운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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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문해수업보다는 취미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문해교육 강사도 

전문가로 인식되기보다는 자원봉사로 인식되어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이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전체적으

로는 관심이 크지 않아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업에 우선순

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간 영역에서도 노인 문

해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조직이 없어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고, 군에서 모든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문해교실은 마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설하고 있는데, 신규 마을은 

문해교실에 대해 주로 입소문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로 정보를 듣고 신청하

고 있었다. 비록 많은 교육이 제공되지 않지만, 수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

은 편이며, 대다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업과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다. 문해수준이 높은 참여자가 문해수준이 낮은 참여자를 교육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 

2.2. M군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인구 2.3만의 인구가 적은 농촌 지자체 중에 하나

인 M군의 노인인구 비중은 31.6%이고,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40.9%였

다. M군은 비교적 빠른 2008년에 평생학습관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

학습의 중요 영역의 하나로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설정하였다. 2013년 

개정된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는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 조

항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다른 농촌 지자체에 비해 비록 일찍이 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2018년 현재 2천만 원(도비 800

만 원, 군비 1,200만 원) 수준이었고,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원의 여러 업

무(평생학습, 학교지원, 공무원 교육 등)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었다. 실제 

노인 문해교육은 읍내에 위치한 지역의 민간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문화여가지원팀에서 다른 문화, 여가, 평

생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 명의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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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어학교실의 하나로 한글교육, 한문교육,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4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찾아가

는 교실이 필요하지만, 강사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낮은 

인식, 기존 활동가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실행하지 

못하고, 복지관에 학습자를 통학버스로 이동시켜 교육하고 있기에 연간 20명 

내외로 교육하고 있었다. 

  군에서는 성인 문해교육, 문화행사, 문화학교, 노인대학과 같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시스템

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19년도 평

생학습도시사업 신청을 계획하면서 평생학습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이

다. 이를 통해 군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국비 확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K군 M군

기본

면적 384km2 450km2

인구
(2017)

전체 인구 33,094명 23,195명
고령 인구 8,887명 7,321명

문해
교육
기반

지자체 예산(2018) 2,797.2억 원 2,829.6억 원

문해교육 예산(2018) 0.17억 원(도비 600만 원+군비 1,200만 원)
0.2억 원(도비 800만 원+군비 1,200만 

원)

조례 명칭(제정연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2014) 평생교육진흥 조례(2008)

문해교육 시작시기 2015년 2005년

담당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평생교육 담당 1명 교육담당 1명
평생교육 사업 담당으로 문해교육만 전담하지 
않음.

교육담당 공무원이 평생교육, 공무원교육, 
노인문해 등을 담당함.

지자체장 의지
지자체장의 관심이 증가하지만 기존 사업의 
규모가 작아 확대가 힘듦.

새 지자체장의 관심으로 평생학습도시 
신청 준비 중

문해
교육
실태

잠재수요자(2017)
(인구대비 비중)

8,488명
(31.2%)

8,045명
(40.9%)

문해교육기관 형태 군 직영 찾아가는 문해교실 3개 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문해교육기관 수 
(민간 비중)

군 직영 이외 민간기관 없음.
지자체에서 민간 복지관 위탁, 
기타 민간 교육기관 없음.

강사 2명 4명
강사협의회 / 지역협력 

거버넌스
협의회 없음 / 담당자와 비정기적 소통 강사 부족, 기존 활동가와 협력 부족

<표 5-2> 문해교육 비활성화 지자체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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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군 M군

현재 교육인력 / 
문해교육실적(누적)

45명
15~20명

졸업(누적) 200여 명

인증/비인증 프로그램  
비중

인증 프로그램 없음. 인증 프로그램 없음.

문제점 및 요구

농촌 현장에서 문해 관련 교육의 필요성 제기
가 많지 않다는 담당자의 인식

돈 안 되고, 시간 없고, 나이 들어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팽배

문해교육 공급기반 자체가 절대 부족

(계속)

자료: 인구총조사(통계청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터뷰 내용.

3. 소결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

다. 논산시의 경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자체장의 특별한 관심으

로 인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여, 지자체 

전담 조직의 정비, 광역 평생교육원, 문해교육민간협회와의 연계 그리고 

충분한 문해 교원의 양성 등을 통해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곡성군의 경우 지자체 주도하에 국가 

문해교육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안정성 있게 추진하여 차근차

근 지역특성에 맞는 문해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평생학습 전공자를 문해교

육 전담자로 채용하고, 지자체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문해교사들과 지자

체의 긴밀한 협력관계, 민간의 문해교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제한된 예

산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들 지자체 활성화 사례를 통해 농촌 지자체 문해교육 활성화의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5-3>과 같다. 지자체의 의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 

시민사회 동력이 국가사업의 계기로 문해교육이 촉발되고, 이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및 조직 확보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를 갖추

게 되고, 이후 문해교원 육성 및 연수(네트워킹),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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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질 개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킹을 통해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문해 학습의 만족도 상승과 참여자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지자체 문해교육 활성화 과정

  반면 K군과 M군은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혀 내부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사례였다. M군은 2000년대 중반

부터 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군은 3년 

전부터 평생교육사업의 일부로서 읍지역 기관 중심의 문해교육을 실시하

고 있었다. 전체 인구대비 30%가 넘는 문해교육 잠재수요가 있지만, 문해

교육 추진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 담당공무원, 시민사회 모두

가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 조례

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자도 저조하고, 담

당자는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제6장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와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를 토대로 농촌 노인 

문해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해력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 문제점 종합

  농촌 노인 문해력 제고 방안 제시에 앞서 농촌 노인 문해와 관련하여 기

존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관련 정책 분석, 통계 분석, 설문조사 분석, 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도출해 낸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농촌 노인 문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이

다. 이 연구에서 파악된 바로는 농촌 노인의 57.6%가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고, 21.5%는 읽고, 쓰고, 셈하기와 관련한 기초문해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무슨 문해교육이냐고 생각하

고 있다. 도시보다 노인 비문해가 심각한 농촌에서도 문해가 80대 이상 일

부 고령 노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농촌에도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 해도 요즘은 대부분 문자 해득 정도는 기본

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글 읽기, 책 읽기 등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나 

극소수의 인원을 위해 해결책이나 지원사업을 연구하고 정부정책으로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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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지 않겠지만 이미 나

이가 많아 글 읽을 일이 적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해낼만 한 일

이다. 농촌에는 이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으니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등을 다른 우선순위 정책 마련에 힘써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된다(전북의 

농민 P씨)

 
  농촌 문해와 관련된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상당수 정책 

주요 관련자들과 여론 주도층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문해 관련 예산, 조직, 

사업은 매우 형식적으로 배정·조직·추진되고 있었다. 농촌 노인 비문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그대로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어 농촌 문해와 

관련한 정부의 비전이나 목표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2006년부터 교육당

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역량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촌에 특화된 사업은 시범사업

(1면 1문해학교) 하나 정도이고, 교육당국과 농정당국의 협력은 전무했다. 

  둘째, 농촌 지자체 간 문해교육 격차 문제를 들 수 있다(김경은 2015; 경

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b). 이 연구의 지자체 사례조사에서 볼 수 있듯

이 문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법적 기반, 추진 예산, 담당 조직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지자체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농촌의 문해교육기관은 대부분 영세하고, 

정부 지원이 중요한 존립 근거이기에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문해교육

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농촌 문해에 대한 연구 및 통계 기반이 부족하다. 평생학습과 관련

된 연구는 많지만 농촌의 평생교육, 농촌의 문해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전은경·최영창 2012). 대다수 연구들은 도시 중심의 평생학습자에 

연구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에 대한 문해교육 경험을 밝히는 데

는 미흡하였다. 그러다 보니 농촌 노인 문해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정책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중앙 정부의 문해 조사(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능력조사)도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표집이 작아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우 조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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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표성이 떨어지며, 특히 농촌내에서도 각종 공공 편의시설이 밀집된 

읍지역과 그렇지 않은 면지역의 다른 특성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농촌 특성에 맞는 문해교육 전략이 부재하였다. 넓은 지역에 수요

자가 흩어져 있고, 농업이라는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민간의 공급 시

장이 부족한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 중심의 문해교육 

사업들의 연장선상에 시설, 교재, 문해교원 문제가 접근해 있었다(전은경·

최영창 201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a).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마을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학습

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비문해

자의 경우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 문해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았지만, 

심리적 장애요인(너무 늦었다는 생각, 학습된 낮은 자존감)이 크기에 스스

로 문해교육을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곡성군처럼 문해교육이 활성

화된 지역조차도 향후 숨어 있는 문해 학습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고민이었다. 농촌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하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

해교육을 전달하느냐 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다섯째, 농촌 문해교육의 질 문제이다. 국가적 차원의 문해교육이 시작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연인원 30만 명 이상이 문해교육을 받았고, 농촌 

노인들도 7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농촌 노인의 문해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해교육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대부분의 문해교육이 단기적

으로 이뤄지는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매우 초보적

인 문자해득교육으로, 기초문해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3년 과정은 매우 제

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문해교원 상당수를 자원봉사자에 의존하

여 자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수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육효창 

외 2004; 신미식 2006; 최영이·임춘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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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농촌 노인 문해력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문해에 대한 정부(중앙, 지

방)의 책무성 강화’, ‘문자해득교육에서 벗어나 생애 역량 개발로 연계’,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소 방안 모색’ 등으로 설정하였다. 

2.1. 문해에 대한 정부(중앙, 지방)의 책무성 강화

  대한민국헌법(제31조)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국가의 의무교육 무상 제

공책임을 두고 있고, 교육기본법(제8조)에서는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 규

정을, 평생교육법(제6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문해교육 업무를 

설정하고 있다. 노인 비문해는 개인보다는 과거 시대적·사회적 상황요인으

로 인한 부분이 크다. 특히 전쟁과 가난 같은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

해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개인은 이후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온전히 

개인 수준에서 책임져 왔다. 가족은 비문해로 겪는 어려움을 완충시켜 주

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비

문해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보다는 개인에게 부담시켜 왔다. 

노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좀 더 심각히 고려하고, 그동안 국가가 

다하지 못한 국민 의무교육 책무성을, 추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확보하도

록 해야 한다. 도시보다 여러 문해교육 여건이 어려운 농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교육당국과 농정당국 그리고 농어촌 지자체의 협력하에 농촌 성인

의 문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농촌 지

자체 간의 문해교육 예산, 조직, 민간 자원 격차가 큰 바, 문해교육의 내부 

동력을 가지지 못하는 농촌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 기본교육권 보장 차원

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

다. 농촌 노인 문해의 경우 교육, 복지, 문화, 농정 당국의 연계 사업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 계획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지자체 내부 동력 마련 차원에서 농림어업인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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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차원에서 문해수준을 삶의 질 서비스 기준으로 설정하고, 부진 지자체

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2. 문자해득교육에서 벗어나 생애 역량 개발로 연계

  농촌 노인 문해력 제고는 일차적으로 기초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

겠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기능문해 그리고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문해가 

농촌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비문해에 비해 반문

해나 기초문해 등 중간 단계의 문해수준보다는 완전히 기능문해를 갖추었

을 경우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문해교육 효과는 단

기간의 교육보다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그 효과가 배가된다. 단순 문자

해득교육에서 벗어나 기능문해 그리고 현대사회의 변화 요구에 맞게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해력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 구

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본인이 원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중등이후 학

교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체제로 연계하고, 그리고 농촌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농업(직업)교육의 참

여로 연계해야 한다.

자료: 전은경·최영창(2012) 수정 보완.

<그림 6-1> 문해교육과 기타 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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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소 방안 모색

  농촌의 경우 문해교육 관련 인적·물적 기반이 도시에 비해 취약하고 학

습 수요자가 넓은 지역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어, 도시와 같은 체제로 문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제약이 많다. 또한 심리적,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 

접근성과 학습 속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 노인형 문해교육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문해 교원과 교재도 농촌 특성에 맞게 개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

당수 농촌의 비문해 노인들이 문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에 문해교육을 통해 이들의 문해력 제고 노력도 필요

하다. 하지만 당장에 일상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3. 추진 과제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국가 문해 정책 차원의 

개선과제, 삶의 질 계획을 필두로 한 농정 차원의 추진 과제, 농촌 지자체 

차원의 문해교육 활성화과제 등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3.1. 국가 문해 정책 개선 과제

  교육 당국의 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해 정책의 개선 과

제로는 ①문해교육의 비전, 영역 재설정, ② 쉬운 국어쓰기 운동, ③ 문해관

련 통계·조사 사업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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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교육의 비 , 역 재설정

  평생교육법(2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

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

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4년 평

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문자해득교육에서 기능문해 영역이 교육대상

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서 문해교육을 ‘문

자해득교육’으로 여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7 이 연구에서 문해교

육 활성화 지자체 사례로 분석된 논산시의 경우도,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문해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문자해득교육에 한정된 접

근을 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 지자체에서 3년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학력인정 프로그램 비중이 낮은 일부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의 문해교육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경우, 대통령이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핵심에 ‘참여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서, 문해교육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이 육성되어야 한

다고 역설할 정도로 문해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 문해전담기구로 국가성인문해기관(Natioanl Adult Literacy Agency: 

NALA)이 1980년부터 설립되어, 문해교육, 쉬운 영어, 문해연구,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등 전문적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문자해득교육

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국가 문해교육 비전과 의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Freire(1970)는 일찍이 문해교육이 글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비판적 문해교

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성인학습자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강요된 침묵으

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자, 주변인과 한계인

37 평생교육법에서조차도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 라고 

하여 문자해득교육의 약자가 문해교육이라는 뉘앙스로 풍기며 문해교육을 정

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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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침묵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을 문해교육으로 보고 있다. 문자해득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 능력 배양과 같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깨어 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의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평생교육 6대 영역인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문해교육 영역이 확장되어 

학습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건강, 문화예술, 인문

교양, 시민교육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일랜드 국가성인문해기관(NALA)의 비전·임무38

우리의 비전은 성인 문해가 가치있는 권리인 나라,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나라를 만드

는 것입니다(Our vision is an Ireland where adult literacy is a valued 

right, where everyone can develop their literacy, numeracy and digital 

skills, and where individuals can take part fully in society).

우리의 임무는 문해력을 권리로 옹호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문맹 퇴

치,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입니다(Our mission is to advocate for literacy as a right and to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to influenc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literacy, numeracy and digital skills)

자료: NALA(2017). NALA Strategic Plan: 2017~2019.

□ 쉬운 국어쓰기 운동

  우리나라 공문서에는 한자와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정 수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병원, 약국의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전문 

38 이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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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Clear Pharmacy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쉬운 영어(Plain English) 운동은 1970년대 영국의 Maher가 주창한 것

으로 정부 문서나 복잡한 표현을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

했다. 1995년에는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브라질, 가나, 홍콩, 핀란드, 

남미 등 세계 도처에서 인정을 받았다. 영국 

정부가 쉬운 영어에 맞춰 행정 용어 정리를 

한 덕분에 지난 20~30년간 5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봤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국가성인문

해기관(NALA)에서는 쉬운 영어 편집관(editor)을 

두어, 모든 문해교육 교재, 홈페이지 제작에 

관여하고 있고, 관공서, 병원, 약국 관계 종사

용어 사용이 너무 많다. 이렇다 보니 공문서(법률 조항)의 해석을 잘못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고,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

우도 있다.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에는 서류 이해와 작성이 요

구되는 관공서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위험이 높다. 이 연구의 조사결

과 비문해 농촌 노인의 경우 관공서, 은행 이용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

았다. 유럽에서 시작한 쉬운 영어 운동은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측

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었다. 국민들이 어려워하

는 분야나 기관의 이용에 있어 지나친 한자, 영어,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

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가문해교육센터 차원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과 연계하여 한자나 영어로 된 전문용어, 신조어의 사용을 줄이

고, 쉬운 국어쓰기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부처들과 연계하여 전문 분

야별로 쉬운 국어쓰기 기본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쉬운 국어쓰기 교육

과정을 통해 각 전문 분야별 쉬운 국어쓰기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 기본 

교육과정의 이수자를 배치한 관공서나 민간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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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쉬운영어 관련 교재 발간 및 연수를 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

니라 약국협회(Pharmacy Union)와 공동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

품과 약복용과 관련하여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약국에 ‘Crystal Clear 

Phamacy’라는 인증을 하고 있었다. 

자료: 저자 작성.

□ 문해 련 통계·조사 사업 개선

  문해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농촌 노인에 있어서 비문해 심각성이 지금까

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관련 조사와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분

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해(교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국가 조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능력조사 외에 매우 제한

적이다. 문해 관련 실태가 좀 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악이 되고, 

연구가 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관련 부처, 공공기관

과의 협의를 통해 문해와 관련성이 있는 국가 단위 통계·조사에서 문해 관

련 조사가 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

강조사’에 문해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다(매년 조사가 힘들면 몇 년 

단위 부가 조사의 형태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

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의 실태를 매년 조

사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16), 이 조사에 문해 관련 문항이 추가되면 

문해실태, 문해교육 수요, 문해력(문해교육)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장년 세대보다 노인의 삶에 

있어 문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

사에서 문해관련 조사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의 학력 및 

문자해득 가능 여부 정도만 묻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문해교육 관련 실태

와 요구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3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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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능력조사에 농촌 조사 부문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 성인문해능

력조사는 조사 표본이 작아 농촌 주민의 문해실태를 연령대, 지역유형별 

분석 시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39 농정 당국과 연계하여 전국 표본 

외에 농촌을 읍·면지역으로 나눌 경우, 연령대를 65세로 구분하여 나눌 경

우에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대상,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 23만 명)

○ 조사내용: 201개 문항(공통) 및 지역선택 80개 이내 문항(’18년 기준)

○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

의 질 등 설문조사, 계측조사

○ 조사기간: 매년 실시(8. 16.~10. 31., 2.5개월)

○ 조사방법: 가구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CAPI)

자료: 보건복지부(2016).

3.2. 농촌 삶의 질 정책 차원의 발전 과제

  농정 당국의 책임하에 농촌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농촌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④ 농림어업인 삶의 질 계획하에 문해 

정책 추진·관리, ⑤ 농업·농촌형 문해교재 개발·보급, ⑥ 농촌 문해교사 양

성·조직화·연수 지원을 제안하였다. 

39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4,000여 명을 표본 조사하는데, 지역×연령대 

분석 시 농촌의 60세 이상 노인은 200명 이하로 조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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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인 삶의 질 계획하에 문해 정책 추진· 리

  농촌 노인 문해 문제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문제이지만, 고령 

농업인의 문제이고, 노인의 복지 문제이면서도 특히 비문해자가 특히 많은 

여성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농촌의 노인 문해는 교육 당국뿐 아니라 

농정 당국, 여성 당국, 복지 당국이 협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

들의 문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차원의 부처 

협업 계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40 이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문

해는 농촌 노인의 사회 서비스 및 참여,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

인이었다는 점에서, 문해 관련 정책사업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 차원에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계획은 2004년부터 국무총리와 18개 부·청(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등)이 관계하는 국정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인문해 관련 사업이, 삶의 질 계획 

하에 매년 추진·관리되도록 하고, 향후 교육 당국뿐 아니라 농정·여성·복

지 등 다양한 관련 당국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어

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

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도 포함시켜 농어촌 시·군별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해야 한다. 특히 농촌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노인문해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 내에서도 문해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단위

에 적어도 1개 학교에 노인 문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를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도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이

후에 구체적으로 소개됨).

40 삶의 질 계획은 범부처 사업이지만, 사무국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 있

기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농정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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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

으로 한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교육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문해교육(추가) 면단위 농촌 학교에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정주생활

기반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

선이 운항된다.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경제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환경

경관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안전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표 6-1>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문해교육 서비스 기준 추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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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초등과정 성인문해교육 부교재 발간

충남도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의 자연환경과 특산물, 유물과 문화유

산 등을 담은 충남형 초등과정 성인문해교육 부교재를 발간했다. 기존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재는 참고자료가 전국사례여서 도내 학습자의 

생활권과 괴리가 있어 학습이해도 및 관심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읽기와 쓰기 등 단순한 문자해득 학습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평생교육진

흥원은 단순 문자해득을 넘어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며 주

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특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 농업·농 형 문해교재 개발·보

  현재 교육부는 성인 초등 및 중학 과정 교과서를 개발하여 성인문해학습

자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의 일정 수준 확보 및 표준

화란 관점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서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

부 내용이 도시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 농업·농촌 생활만 해 온 지역 학

습자들의 일상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민에게 친숙

한 소재를 바탕으로 지역형 문해교육 부교재를 개발·보급하려고 하고 있지

만 매우 제한적이다.41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역 노인들에게 친근한 소재

로 문해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삶의 질 정책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지역의 문화, 인물, 민담, 전설, 속담, 민요 등을 적절히 담고, 문해

학습자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교재개발은 외부 

교재개발전문가가 주도하되 지자체 문해교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41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강원도와 충청남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곡성군 

등이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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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식약처 공동으로 ‘건강문해교과서’ 개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6월 저학력 성인 

대상 식의약 안전교육 확대 및 문해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 복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각종 의료

기기 허위·과대광고 등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저학력 성인의 눈높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구성하여 ‘우리고장 충청남도 이야기’라는 문해교육 부교재를 개발했

다. 부교재는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첫 번째 주제인 충남도의 

자연환경과 특성에서는 관광명품 30선과 지역축제, 충남 상징과 특산

물에 대한 소개가 있고, 두 번째 주제인 충청남도 문화유산에서는 우

리 도 유물과 유산,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 

주제인 살기 좋은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편의시설, 주민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충남평생교육진흥원(2018).

  한편, 농정 당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생활과 관

련한 기능문해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부처 연

계로 기능문해교재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을 통해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약물 복용법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건강

문해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나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농촌 노인들이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바, 문해교실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장면에서 관련 서비스와 사업을 소개하는 부교재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일부 도시민의 농업 교육, 귀농·귀촌 교육 수요 대응 차원

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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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저학력 성인 맞춤형 생활 문해교육 자료 공동 기획 

및 개발,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콘텐

츠 및 전문 인력 공유 등이다.…(중략)…교과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

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바로 알기',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나를 위한 건강밥상 차리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계

획이다. 세부 내용 구성(안)은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와 섭취, 의료

기기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 떴다방 피해 예방, 의약품 올바른 사용·보

관·폐기, 나를 위한 건강밥상 등이다

자료: 연합뉴스(2018. 6. 8.).

□ 농  문해교사 양성·조직화·연수 지원

  문해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해교육의 개선에 있어 문해교

사의 전문화가 최우선 과제라 강조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의 경우 관련 

자원이 매우 열악하기에 문해교사의 자질에 따라 문해교육의 성과가 좌우

되는 경우가 많다(전은경·최영창·배지홍 2015). 농촌 노인 문해교원들은 

다양한 수준의 낮은 기억력을 가진 노인 학습자를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

실 운영에 있어 잦은 결석, 학습자 간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잘 들어내지 

않는 학습자 발굴, 부족한 학습장 개척 등의 문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도시 중심의 문해교원과는 차별화된 양성·연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삶의 

질 정책하에서 농촌형 문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 기

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노인의 특성을 이

해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개

발해 줘야 한다. 또한 문해교사들의 지역 조직체(예: 여주 세종배움골, 강

릉 반딧불이, 양평 문해교사회 등)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문해교육사업

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교사들의 발언권을 보장하

고,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이 밖에 농촌 지역은 찾아가는 문해교

육이 많아 먼 지역을 출장을 가야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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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처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들의 교통 수

당 등 처우를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42 

양평군 문해교사회 사례

양평군 문해교사회는 바로 교사들의 문해교육 역량을 서로 공유하고 

키울 수 있도록 2014년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안의 동아리의 하나로 운

영되고 있다. 동아리는 월 1회 정기 월례회와 서로의 재능이 필요한 경

우 수시로 비정기적 학습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분야와 재능기부

의지에 따라 일부 회원의 경우는 주 2회 이상의 학습모임에 참여하기

도 한다. 또한 회원 상호 간 수업에 참여하거나 참관을 적극적으로 권

장하여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든 다양한 학

습자 발굴프로그램 중 일부와 지역간판을 활용한 영어교재 ‘간판으로 

배우는 ABC’의 경우는 양평뿐 아니라 다른 지역 문해교사들에게도 활

동자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료: 양평군 문해교사회(2018). (https://cafe.naver.com/yp100plus/145: 2018. 5. 3.).

3.3. 지자체 단위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 과제

  지자체 단위의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⑦ 지자체 문해

교육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⑧ 문해에 대한 기본 인식수준 제고 

및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개선, ⑨ 농촌 학교를 통한 문해교육 등을 제안하

였다.

42 이 연구의 지자체 문해교육 관계자 조사결과 대다수(도농통합시의 80.7%, 군지

역의 84.6%)가 강사 수당이 적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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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문해교육 추진체계  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차원의 문해교육 추진체계에 비해 아직 지자체의 경우는 매우 

취약하다.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격차가 심하다. 광역단

위 문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이다. 앞선 농촌 

지자체 사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지자체 단위 문해교육 활성화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 시민사회세력의 동력

이 중요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예산 및 조직 확보·운영으로 이어지면

서, 이후 문해교원 육성 및 연수(네트워킹),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질 개선,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킹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

다. 전남교육청(2015)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라는 교육청-기초지자체 연

계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이 사업을 이용하여 지역내 초

등학교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노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네트워킹의 좋은 사

례라 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전남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여 학교혁신과 지역교육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의 교육재정 공동 투자(연간 도교육청 

2억 + 지자체 2억 대응투자, 4년간 총 16억 투자)를 한다. 장흥군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3곳에서 ‘조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조부모 한글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육을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

생 조부모 및 문맹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2시간씩 학교 선생

님(일부 외부강사 활용)들이 방과후에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자료: 전라남도 교육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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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광역단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해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이

를 중심으로 교육청,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

로 광역단위 문해교육 기반 조성(조례, 기본계획, 문해실태조사 등), 문해

교육 관련 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광역 단위 문해교육 정

보 구축 및 지원, 도 단위 문해교육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7a).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문해교육 관

련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예산 및 담당인력 배치 등을 기반으로 시·군 

단위의 문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해교육 관련자 육성 및 역량 강화

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 지자체 단위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

킹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비문해 농촌 노인의 충족되지 않

는 사회서비스 욕구로 관공서나 은행 이용이 많았다. 일반 성인이면 누구

가 경제활동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들 기관이 비문

해 노인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었다. 소방서, 보건소, 병원, 약국, 

은행·우체국, 학교, 문화단체, 통신회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농촌 문해

교육 장면에 끌어들여 기능문해(건강문해, 금융문해, 정보문해) 교육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유관 기관과 연계한 문해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이들 기

관에 대한 이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문해교육 참여를 통해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농촌 노인 문해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문해교

원 연수의 연장선상에서 이들 유관 기관 직원들에게 노인들이 어려워하는 

업무나 활동, 쉬운 국어 사용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 비문해 노인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시 도

와줄 ‘문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 약국처럼 

노인 건강과 밀접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의사·약사협회 활동과 연계하여 

쉬운 의학 용어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내 노인들의 건강문해교육 활동 참여

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쉬운 영어 운동’ 사례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 국가성인문해기관(NALA)에서는 약국협회(Pharmacy Union)와 

공동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과 약복용과 관련하여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약국에 ‘Crystal Clear Phamacy’라는 인증을 하고 있었다. 국가적 차

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문해교육 협력 네트워크



102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에 참여하거나, 문해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 비문해 노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에는 ‘문해인증’을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문해에 한 기본 인식수  제고  교육 상자 발굴 개선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비문해 농촌 노인들은 높은 학습욕구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관련한 내적, 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문해교육 참석을 

못 하고 있었다. 비문해 노인의 발굴 및 이들의 문해교육 참여와 마을 단

위 문해교육 장소 확보 등에 있어서 마을 이장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의 문

해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해교육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비문해율에 불구하고 문해교육이 비활성화된 지

자체의 경우 문해교육 수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숨어 있

는 비문해 노인들에게 있어 문해교육이 얼마나 간절한 욕구인지를 알게 하

고, 기초문해 이외 각종 정보, 금융 등 각종 생활문해까지 고려할 때 모두

가 문해교육 대상자임을 인지시키는 일반 주민 대상 ‘문해에 대한 기본 인

식’ 교육이 지자체 단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논산시의 사례는 문해교육에 있어 공급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논산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에서는 지자체장이 직

접 나서 자신의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가며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노인 어

르신들의 문해교육 참여를 강조하자, 2016년 22개 마을 280명이던 문해교

육 참여자가, 2017년 146개 마을 1,650명, 2018년 303개 마을 3,050명으로 

늘어났다. 농촌 노인의 경우 민간 주도보다 관에서 주도한다고 할 때 참여

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지역내 명망 있는 사람이 장려할 때 더 설득력 있

을 수 있다. 자자체장이나 지역의 유명 인사가 나서 문해교육 참여 캠페인

을 하고, 읍·면 주민센터 단위의 학습자 발굴 노력 및 취약계층 노인에 대

한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 기관들과 연계하여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노력

이 필요하다. 부천시의 사례처럼, 기존의 독거노인지원센터, 독거노인돌봄

이, 홀몸노인생활지도사 등 소외 농촌 노인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문해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가장 기초적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103

인 문해교육을 제공하게 하거나, 정식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이끌

어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천시 찾아가는 문해교사 자원활동가

부천시 홀몸노인생활관리사들이 ‘찾아가는 문해교사 자원활동가’로 활

동한다. 홀몸노인생활관리사 65명이 부천시평생학습센터와 협의해 30

시간의 문해교사 교육을 수료 후 교육을 펼치고 있다. 홀몸노인생활관

리사들은 매주 홀몸노인을 직접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며 문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홀몸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늘리고 

관계를 맺도록 돕고 있다. 또 홀몸노인지원센터에서는 생활관리사 1명

이 홀몸노인 2~3명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자료: 생생부천(2014. 9. 15.). (http://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 

2018. 5. 3.).

□ 농  학교를 통한 문해교육

  농촌 학교 시설과 인적 자원 활용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교육당국의 소규모 학교 통폐

합 정책에 따라 이미 많은 농촌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면단

위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중학 교육까지의 국

가의 의무교육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농촌의 경우 정규 학교시설 및 

교원을 활용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부족으로 인한 폐교의 재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경북 김천의 대덕초등학교는 2016년 교육

부의 시범사업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에 학교 교사들이 인근 마

을 노인을 대상으로 문해 교실을 3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호응이 좋

다. 특히 어린이 학생이 26명인데, 노인 문해교육 학생이 22명으로 폐교 

위기 학교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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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대덕초 디딤돌학교(1면 1문해학교) 사례

○ 농어촌 소외지역에 학교 교육자원(시설, 교원)을 활용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자 2016년 교육부 시범연구학교(전국 3개교)로 시작 + 이후 

경북교육청의 지원으로 2019년까지 3개년간 운영

○ 운영기간: 매년 3월~다음 해 1월

○ 장소: 대덕초등학교 디딤돌교실

○ 대상(22명): 대덕면내 비문해 어르신 21명,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1명

○ 지도강사(6명): 본교 교사 5명, 학교장

○ 교육내용

 - 문해교육

단계 주별수업 시수 총 시수
수업비중

문해교과 통합교과

소망의 나무(1~4권) 주 2회, 4시간 40주, 총 160시간 87% 수학 13%

배움의 나무(5~8권)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75%
수학 10%, 영어 10%, 

음악/미술 5%

지혜의 나무(9~12권)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70%
수학 15%, 영어 10%, 

한자/음악/미술 10%

 - 생활문해(120시간): 역사, 컴퓨터(휴대폰), 음악(민요, 동요) 미술(만

들기, 꾸미기) 

○ 운영시간 

 - 평일: 오후 3시~4시 30분(2시간 지도, 1시간 40분 수업)

 - 방학 중: 오전 9시~오후 12시 10분(4시간 지도 후 귀가)

○ 학교 활성화 효과: 어린이 학생 26명+노인 학생 22명

자료: 김천 대덕초(2017).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문해교육 수요만 해도 마을별로 

11명, 면단위는 280여 명 정도였다. 농촌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에 따

라 향후 5년, 또는 10년 문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지역 단위의 찾

아가는 문해교실 또는 기관 중심의 문해교육 공급 기반을 연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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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의 비인정 과정과 학교를 통한 인정과정 연계를 통해 농촌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그림 6-2>. 앞서 언급했듯이 전남교

육청은 장흥군과의 연계하에 군 일부 농촌 학교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광역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기초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삶의 질 계획 차원에서 모니터링·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2> 농촌 학교를 통한 문해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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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와 삶의 관계, 문해교육 실태와 

지자체 사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을 분석

한다. 둘째, 농촌 노인의 문해와 삶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농촌 노인 문

해교육 정책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사례

를 분석한다. 다섯째,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을 개발한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문해수준이 어떠한가?’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문해 의미와 수준을 

정의하고, 기존 통계 및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노

인의 문해수준, 비문해 원인, 문해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농촌 노인 중에 문해교육이 필요한 노인은 약 58%로, 규모

를 추산해 보면 100만여 명(기초문해교육 40만 명) 정도였고, 이는 농촌 

마을당 29명(기초문해교육 11명), 읍·면당 754명(기초문해교육 282명) 수

준이었다.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읍보다 면지역이, 성별로는 여성 노인에게 

수요가 많았다. 농촌 노인 중 1/3 정도는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의 서류 

작성,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의사·약사의 말이나 처방전을 이해하기 어려

워하고, 농업·농촌관련 공공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

해수준과 비례하여 이러한 생활의 불편 정도가 심해져서 비문해자의 경우 



108  요약 및 결론

이들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인 및 농어촌 주

민을 위한 삶의 질 관련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이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더

욱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비문해 노인들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

로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가능한 우체국, 은행, 시군·청, 읍면 

사무소 이용 등 금융, 관공서 기관 이용을 들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통계 원자료 재분석 및 이 연

구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문해와 농촌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이용 

그리고 노인 건강 및 삶의 질 관계를 구명한 결과,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삶

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노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

서비스 이용,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정도를 높였고, 정치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농촌 노인의 건강 인식, 자존감, 삶의 질 만족과 소득을 높이는 효

과가 있었다. 지역유형별로 문해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소 

달랐는데, 국가평생교육원 성인문해능력조사자료 재분석 결과, 도시 노인

에 비해 문해수준이 농촌 노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는 농촌 노인의 경우 마을 단위 다양한 모임 활동이 활발하여 도시에 비해 

문해수준이 낮다고 사회참여활동이 위축되지는 않고, 단순 농업 노동을 중

심으로 한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다 보니 문해수준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성이 있었다. 문해의 노인 삶에 대한 영향

력은 문해수준에 따라 다소 달랐는데, 비문해에 비해 반문해나 기초문해 

등 중간단계의 문해수준보다는 기능문해일 경우가 더 높았다. 

  제4장에서는 ‘농촌 노인에 대한 문해교육 공급은 충분한가?’란 연구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관련 문헌, 기존 관련 통계, 이 연

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해교육 정책, 문해교육 공급 실태, 문해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문해교육사업이 국가사업

으로 실시되고,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문해교육

의 국가적 추진 기본틀이 마련되었지만 농촌에 특화된 문해교육사업은 매

우 제한적이었고, 농정 당국과의 연계 사업도 부족하였다. 2004년 이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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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해관련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자체 간에 차이가 많았고, 농촌 지자체 간의 격차 역시 작지 않

았다.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참여율은 13% 수준이었는데, 이는 실제 문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노인 비율에 비해 매우 낮았다. 문해수준이 낮을수록 

문해교육 참여가 더 저조하여 비문해 농촌 노인의 96%는 문해교육 참석 

경험이 없었다. 농촌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문해교육과 더불어 문

화·예술, 스포츠·건강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제공되는 비인정 과정

이었으며, 찾아가는 문해교육 위주였다. 농촌 노인들의 교육참여 장애요인

으로는 교육정보 불충분,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 체력문제,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불충분 등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비문해자의 경우 너무 늦었다

는 두려움이 많았다. 문해수준이 낮을수록 근접시설(마을단위)에서의 문해

교육 요구가 높았다.

  제5장에서는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이 활성화된 2개 지자체와 

비활성화된 2개 지자체의 문해교육 실태를 문헌 및 방문 조사하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해교육이 활성화된 지자체의 활성화 과

정을 정리해 보면 지자체의 의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 시민사회 

동력이 국가사업을 계기로 문해교육이 촉발되고, 이후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예산 및 조직 확보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를 갖추

게 되고, 이후 문해교원 육성 및 연수(네트워킹),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

대와 더불어 질 개선,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킹을 통해 발전 단계

를 거치면서 문해 학습의 만족도 상승과 참여자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이었

다. 하지만 비활성화 지자체는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인구대비 

30%가 넘는 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있지만, 문해교육의 추진의 주요 주체

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 담당공무원, 시민사회 모두가 문해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 조례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자도 저조하고, 담당자는 여러 업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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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와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를 토대로 농촌 노인 문해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해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 문해력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문해

에 대한 정부(중앙, 지방)의 책무성 강화’, ‘문자해득교육에서 벗어나 생애 

역량 개발로 연계’,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소 방안 모색’ 등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당국의 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해 정책

의 개선 과제로는 ① 문해교육의 비전, 영역 재설정, ② 쉬운 국어쓰기 운동, 

③ 문해관련 통계·조사 사업 개선을 제안하였다. 농정 당국의 책임하에 농

촌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농촌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④ 농림어업인 삶의 질 계획하에 문해 정책 추진·관리, ⑤ 농업·농

촌형 문해교재 개발·보급, ⑥ 농촌 문해교사 양성·조직화·연수 지원을 제안

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⑦ 지자

체 문해교육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⑧ 문해에 대한 기본 인식수

준 제고 및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개선, ⑨ 농촌 학교를 통한 문해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2. 결론

  농촌 노인의 비문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불행한 시기의 고통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인은 교육받을 권리와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의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교

육받지 못한 개인에게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개인 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늦었지만 비문해로 인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

가 책임지고 문해교육을 통해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농촌 노인의 비문해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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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마다 개인마다 천양지차였다. 노인의 삶에 있어 문해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수 노인의 비문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농촌의 복지로 

접근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장의 관심이었든, 일부 문해활동가

의 노력이었든 간에 주민들의 문해교육 요구와 그 효과에 높은 호응을 보

였다. 하지만 일부 농촌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일부 지역 리더들의 인식

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무슨 문해교육이냐며, 30～40%(인구총조사 학력기

준)에 해당하는 주민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교육 필요 없다거나 그런 수요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해교

육 대상자들 다수가 사회·정치적 참여에 배제되어 왔기에, 다수지만 그들

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렇기에 대다수 농촌은 소위 토호세력이나 소

수 배웠다 하는 빅마우스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이 되고, 의사결정이 좌우

되어 왔다. 남미의 민중교육가 프레이리(Freire)는 일찍이 비문해는 차별적

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

순의 자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비문해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

다. 글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세상을 비판

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비판적 문해교육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성인학습

자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

한 사회에서 강요된 침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자, 주변인과 한계인으로부터 침묵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

정,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문해교육으로 본다. 아일랜드

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올해 재임에 성공한 마이클 히긴스

(Michael D. Higgins) 대통령은 진정한 공화주의는 ‘깨어 있는 참여하는 시

민(informed participative citizen)’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문해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아일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국민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해교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단순 문자해득교육

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숨어 있는 비문해자의 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민주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민주 시민교

육의 차원에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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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완수를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인구

대비 도시보다 두세 배 이상 문해교육 대상이 많은 농촌의 경우, 국무총리

실 책임하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문해 관련 정책을 담아 내

어 교육당국뿐 아니라 농정당국, 복지당국, 여성당국이 관련 정책을 협력

하에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면단위 학교시설을 활용한 교육 인정 문해교

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존의 비인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

업·농촌 특성에 맞는 문해교재와 문해교사 육성·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는 문해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된 문해교육 추진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광역 지자체, 광역 교육당국, 농촌 지자체 협력으로 각종 생활문

화 관련 유관 주체의 참여 속에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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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조사지

- 농촌 노인 문해 실태 조사
- 농촌 노인 문해교육 기관·지자체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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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외국사례

- 아일랜드 국가성인문해기관(NALA) 사례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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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가성인문해기관(National Adult Literacy 
Agency) 사례

□ 기관개요

○ 문해력과 수리력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또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일랜든 전국단위 

성인문해기관(1980년 설립).

○ 강사교육, 교재개발, 원거리 교육 서비스, 정책 개발, 아일랜드 성인 비

문해 원인 정도 등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과 연구활동을 함.

○ 성인문해 서비스를 위한 기금 확보와 성인문해를 정치 안건으로 선정하

도록 노력함. 아일랜드 전국에 효과적 교육 훈련(effective teaching 

practice)을 성인 5만 4,000명이 받고 있고, 서비스를 위해 1,500명의 유

급강사와 2,4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음.

○ NALA에서는 비문해를 교육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인권 등

의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음. 현재는 주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문해와 직간접 관계가 있는 노동, 보건 영역의 부처에 

정책을 만들도록 로비를 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노

력하고 있음. 

□ 비전 

○ NALA의 비전은 성인 문해가 가치있는 권리인 나라.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나라, 아일랜

드를 만드는 것(Our vision is an Ireland where adult literacy is a valued 

right, where everyone can develop their literacy, numeracy and digital 

skills, and where individuals can take part fully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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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하는 가치

○ 문해는 인간의 권리이다(Literacy is a human right).

○ 평등(Equality)

○ 협력(Collaboration)

○ 지지(Support) 

○ 혁신(Innovation)

○ 투명성(Transparency)

○ 최선의 실천(Quality and Best Practice)

□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s 2017~19)

○ 보다 통합된 아일랜드를 위해 문해의 중

요성 인지 향상 활동  

○ 성인 문해, 수리, 그리고 기본 디지털 기

술 교육과 학습의 혁신 선도

○ 아일랜드의 성인 문해 수리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 개발

□ 주요 활동

○ 정치적 활동

- 아일랜드의 성인 문해 수리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를 위한 로비

- 사회 참여를 위한 성인 문해, 수리, 디지털 스킬 개발 촉진

○ 조직 간 연계(networking) 및 지원 활동

- 연계 멤버 조직의 필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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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문해, 수리, 디지털 스킬 교육과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발굴

과 보급을 위한 교육 공급자들과 협력

- 문해문제 인지를 위해 기관과 서비스 조직 지원

○ 문해 인식개선 활동 

- 비문해에 대한 낙인 제거 노력

- TV 프로그램을 통한 문해교육(도큐먼트)

○ 문해교육

- On-line 플랫폼 개발

- 인터넷을 활용한 문해교육(writeon.ie): 개인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 

코스, 정규수준의 교육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Distance Learning Service: 무료 전화 교육 서비스, 주 1회 30분, 접근

성 향상, 낙인 감소

- 문해와 수리 학습 코스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직업 훈련: 기본 문해교육+특정 과목 훈련

○ 문해교육 지원

- 문해교재 및 학습보조자료 개발

- 교사연수 지원

- 문해교육 학생회(student subcommittee) 지원 : 1년에 7회 만남. 문해 

학생의 날 행사, 문해학생 개발기금 운영

○ 쉬운 영어(Plain English)

- 국가적 차원의 쉬운 영어 운동을 주도함(10년간 활동해 옴).

- 비문해 성인의 건강, 경제(finance), 복지 영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쉬운 영어 사용을 장려하고, 쉬운 영어 전문가를 양성.

- 쉬운 영어 편집관(editor)을 두어, 모든 문해교육 교재, 홈페이지 제작

에 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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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병원, 약국 관계 종사자들에게 쉬운 영어 관련 교재 발간 및 

연수

- 쉬운 영어 인증: 쉬운 영어 사용 약국(Crystal Clear Pharmacy)

- 쉬운 영어 시상(Plain English Awards)(2016년 시작)

- 쉬운 영어 사용 가이드 홈페이지 운영(www.simplyput.ie) 

- 정부 각 부처, 민간 기관과 공동작업

자료: NALA(www.nala.ie: 2018. 10. 2.).

○ 문해 연구

- 문해가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지와 문해 관련 새로운 요구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 최근 연구주제: 수리능력 실천(numeracy practice), 문자능력 실천, 금



부록  133

융 수리력, 성인문해교사의 경력개발요구(CPD), 문해학습자의 블랜

디드 러닝

○ 건강 문해(Health Literacy) 

- 쉬운 영어로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건강문해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불평등 개선

- 친건강문해 서비스(literacy friend health service) 제공

- Well-now 10 weeks course

○ 가족 문해(Family Literacy) 

 

자료: 가족문해와 건강문해를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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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Cosan

[기관개요]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

에서 아동부터 성인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지

역개발 조직

- 실업률이 높고, 중독과 사회문제가 높은 아일랜드 하위 1% 지역

- 교육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 빈곤 탈출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

○ An Cosan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 

변화와 개발을 위해 교육을 중요 수단으로 이용함. 특히 아일랜드 

교육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해 비문해가 된 성인을 대상으로 공적 

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환경에서 공인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

인이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 교육을 통해 지

역사회의 변화를 도모

[주요 활동]

○ 성인교육

- Back to Education

· 영어교육: Writeon 활용

·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사회에 통합

되기 위한 교육

· Adult Key Skills 1 & 2: 소그룹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철자 

향상

· University of the 3rd Age: 55세 이상 성인을 교육

- Further Education

· Level 5~6단계 교육, 지역개발, 지역보호, 아동 보호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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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해 성공 사례: 앤 린치(ANN LYNCH) 씨 사례

  나는 학교에서 나쁜 일만 있어서 12세 때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 직물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

장에서 처음으로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직장에서 패턴을 읽는 

법을 배우고 철자를 배웠습니다. 16세에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 Higher Education

· Level 6단계 학습, 지역사회 리더쉽, 시민과 사회참여

· 학사수준 지역사회 리더십, 중독과 지역사회 개발, 유아교육

○ 아동교육: Early Years Education and Care

- 유아/아동 교육 기관

○ 사이버 커뮤티니 대학(Virtual Community College)

- 빈곤가정 성인을 위한 국가 단위 교육 수단

○ 기타 문해지원 프로그램(holistic approach)

- Mentoring Program

- Literacy Workshop

- Digital Workshop

- Tutor Support

- Peer Support(non competitive)

- Ongoing Training

○ Back to education - Become a student - Become a volunteer – Get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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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나의 교육에 대한 여정은 첫 딸 폴라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폴

라는 학습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딸을 지역 학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딸과 

나를 지지해 주었고, 수녀님은 나에게 계속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

니다. 40대에 일과 교육을 포기하고, 주부와 엄마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했고, 전에 들은 An Cosan

을 방문해서 기본 영어(Basic English)에 등록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계속 

들었고, 성인 교육을 위한 University of the Third Age에도 들어갔습니다. 

  배움의 다시 시작(back to education)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

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뒤

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나를 읽게 해 주고 책의 세계로 불렀

습니다. 나의 다음 꿈은 컴퓨터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딸도 An Cosan

에 다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

운 것을 나누고, 서로 돕습니다. 어젯밤에는 앉아서 손자의 숙제를 도와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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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사례

□ 기관개요

○ 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은 UNESCO 산하 7개 교

육연구소 중 하나로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해 있음. 

○ UN 회원국의 성인평생교육, 문해와 비정규교육(adult learning, continuing 

education, literacy and non-formal basic education)에 중점을 둔 평생교

육 영역을 지원함(연구, 역량강화, 네트워킹, 출판). 

○ 역사(http://uil.unesco.org/unesco-institute/history)

- 1950년 UNESCO 제5회 총회에서 독일에 유네스코 교육연구소(UIE) 설

립을 결정함. 1951년 몬테소리, 피아제 등이 참석한 첫 이사회가 열리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비교교육학자 Walther Merck을 책임자로 지정 

- UIE는 초기에 유치원 교육부터 성인교육, 학교교육부터 학교밖 교육

과 관련된 주제를 모두 다루었고, 유럽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1965년 

유네스코 총회 결정에 따라 개도국으로 그 노력을 재배치함. 이후 

1980년대부터는 UIE가 문해력 증진 및 평생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활

동을 시작함.

- ‘Learning to be’(‘Faure Report'라고도 함)라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평생교육이 연구소 활동의 중심이 됨. 평생교육의 개념, 내용 및 평가에 

관한 간행물들이 ‘평생교육의 발전(Advances in Lifelong Learning)'을 

통해 출간됨. UIE는 선진국의 문맹퇴치와 기능문해에 대해 접근한 최

초의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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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5회 성인교육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CONFINTEA V)에서 성인 학습 및 

비정규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과 국제적 노력에 있어 전환점이 되

었음. 

- 2006년 UIE에서 UIL로 연구소 명칭을 변경함. 

□ 주요 활동

○ 평생학습

- 정책연구와 분석

-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활동

- 국가, 지역, 국제적 단위에서 정책 회담과 연계 지원

○ 성인학습과 교육

- 세계 성인학습과 교육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 지역과 국가단위 컨퍼런스 조직

- 팔로우십, 스칼라십 프로그램

- 문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기본 기술과 평생학습

- 직업 교육

- 시민 기술

○ 문해와 기본 기술

- 규모를 확대한, 통합적이고,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문해력에 

우선순위를 둠.

- 지지, 연계와 동반활동을 통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이며,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문해 증진

- 회원국 관련 기관과 정책 회담 추진과 회원국 관련 기관이 평화와 사



부록  139

회통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본기술과 문해력을 국가 교육 정책

과 개발 전략에 통합하도록 지원

- 활동 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과 결과 전파

- LitBase를 통해 형식적인 문해와 수리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와 경험적

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해 이해당사자의 능력 개발

- 문해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 소외 집단 대상

○ 학술지 발행

-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Journal of Lifelong Learning

○ 문해관련 국제교류 행사

- Global Alliance for Literacy at the Global Education Meeting 

○ LitBase(Effective Literacy and Numeracy Practices Database)

   (http://uil.unesco.org/literacy/effective-practices-database-litbase)

- 전세계 청소년 및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들에 대한 데이

터 베이스

- 97개국 224개 사례가 프로그램 설계, 실행(학습 접근 방식과 방법), 모

니터링과 평가, 프로그램 효과,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되어짐.

○ 학습하는 가족(Learning Families: Intergenerational Approaches to Literacy 

Teaching and Learning) 모형

- 학습하는 가족 모형을 통한 가족의 비문해 퇴치 및 학습 방식은 불우

한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 및 문맹 퇴치 기술을 끊

는 데 특히 유용함.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및 

언어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때문임. 22개국 사례 연구 결과, 가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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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문해 접근 방식이 성공적이며 학습 문화를 육성한다는 점에

서,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기관, 교사 및 학부모 간의 협력 

문화를 개발하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함.

- UIL의 효과적인 문해 사례는 문해 학습에 대한 세대 간 접근법을 사

용하고 학교, 가족 및 지역 사회 간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문

해력 증진 프로그램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

공함.

유엔총회에서 ‘삶을 위한 문해’ 결의안 채택(29 November 2018)

유엔 총회는 2018년 11월 “삶을 위한 문해 : 미래의 의제 형성(Literacy 

for life: shaping future agenda)”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어린이, 청년 및 성인이 필수 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데 결정적으

로 중요하여 평생 동안 당면 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생 학습의 

필수 조건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면서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

해력은 또한 “평생 학습의 기초,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기본 요소(a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 building block for achiev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로 인식하였다.

이 결의문은 각국 정부에 “노인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식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기술 및 강화된 제도 네트워크를 통한 독

서 서비스의 혁신적인 전달”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유엔 총회

는 세계적인 문해력 연맹(Global Alliance for Literacy)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파트너와 공동으로 정책 입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역량 

강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료: UNESCO(http://uil.unesco.org/literacy/: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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