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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th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plan reflect the need for sustainable land use and

management. However, the linkage between the plans is reduced due to the lack of integrate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achieve integrated management. A total of

59 environmental plans were reviewed for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and a total of 74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were derived through a three-stage process. In this process, the relevanc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of this study to the UN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presented in order to derive indicators that mee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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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the indicators, the final indicators are divided into seven areas: natural ecol-

ogy, water resource and quality, urban and green space, atmospheric, energy, landscape, resource circu-

lation and waste. Furthermore, the indicators were classified into national, regional, and city level.

Accordingly, the final indicator can be adapted to the field of influence of the planned to be estab-

lished, and the indicator can be selected and applied to the level of the plan. The final indicators can

be us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national plan reflects the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lan and can be used as an aid to confirm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plan when establishing

a new national plan.

Key Words : Environmental indicators, Integrated Indicator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Planning Indicator, Sustainable Land Use

I. 서 론

1992년 리우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

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

통부와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관리와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를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에서는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을

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Ministry of En-

vironment, 2016e),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Ministry of Environment, 2016c)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환경부의 계

획은 부문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세

부 계획내용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공간적

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환경부의 계획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량적 수치가 포함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국토의 발

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간적 계획내용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내용이 반영되

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

적 국토관리)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계획내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실질적 계획의 연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계

획과 환경부의 계획의 실질적 연계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표는 환경영향과 사회․경제활동의 연계,

정책 목표 달성정도의 측정, 과다한 자료에 대

한 현황파악 효율 증가 등의 역할을 하여(Kang

and Kim, 2000) 계획 간 연계 달성을 위한 도구

로서 적합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표를 이

용한 지속가능성,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도시의 현

황,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Lee and

Youn, 1998), 도시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Yun et al., 2015).

또한 환경지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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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평가할 수 있어 환경정책집행의 우선순

위를 설정할 수 있다(Cho and Bae, 2004). 그러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계획의 통합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환경

부의 계획의 실질적 통합관리 달성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공간적 계획을 제시하는 국토교통

부의 계획이 부문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

하고 있는 환경부의 계획내용을 얼마나 반영하

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하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할 것이

며, 이는 지속가능한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계획지표 고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가지표들이 국내․외

에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는 환경상태의 평가를

위한 주민환경지표(Kim et al., 1993), 도시의 환

경성 평가지표(Ministry of Environment, 2007),

녹색성장도시 지표(Choi, 2011), 녹색도시의 건

강성 평가지표(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

tal Research, 2013),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지표 등

이 개발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ESI(Environ-

mental Sustainabilitiy Index), GCI(Green City

Index), LCCDI(Low Carbon Cities Development

Index) 등이 개발되었다 (Yun et al., 2015). 이와

같은 지표는 일정한 원칙과 체계를 두고 개발되

었으며, 또한 특정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개발

되었다.

국제기구인 UNCSD(United Na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가 단위 범위

에서 각 국가의 지역적 차원에서 지표가 개발되

어야 하며, 지표와 목표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에도 적용 가능하고, 다수 국가들과 일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57개 핵심지표를 선정였다(UNCSD, 2001). 또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주요 환경 문제를 다루고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정책입

안자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10개 분야 핵심

환경지표를 선정하였다(OECD, 2001). 또한 유

럽연합은 15개 영역에 대해 64개 환경지표를 선

정하였으며, 영국은 6개 분야 147개 지표를 선정

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이와 같이 지표를 만드는 목적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체계는 토양, 건

강, 에너지 폐기물, 자연․생태 등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지표개발 목적에 맞게 취사선택

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표의 개발

에는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별 접근 방

식인 top-down 방식과 계획대상의 세부요소를

이용하는 bottom-up 방식이 이용된다(Lee and

Youn, 1998).

2. 지표 개발의 틀과 체계

본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을 위해 top-down

방식을 사용하였다. Top-down 방식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부 항목별로 접

근하는 방식이고, bottom-up 방식은 세부항목으

로부터의 접근방식이다.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이

라는 목표가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top-down 방식

이 적합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전체 환경관련 계획 중 국토계획과 환

경계획의 통합관리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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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Table 1.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표의 도출 과정에서 국제적 협의수준에 맞

는 최종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UN의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를 반영하였다. SDGs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

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갖는다. SDGs가 갖는

17개의 목표 중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

은 목표는 7개 목표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지표

개발에 반영하였다 (Table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의 도출

과정에서 총 3단계에 걸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첫째 단계로 환경부 공무

원 의견수렴(공무원 3명)을 통한 지표개발의

방향성 설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 환경계획 선정, 최종 지표

의 초안을 도출하여 환경부 공무원과, 국토계

획 및 환경계획 전문가가 참석한 포럼을 개최

하여 2차 의견수렴(공무원 3명, 전문가 8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2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지표를 이용하여 환

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의견수렴(공무원

3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지표를

도출하였다. 환경부 공무원은 환경부 국토환경

정책과에 있는 공무원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

획 통합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에 있어 대표성이 있도록 하였

다. 또한 2차 의견수렴 시 참석한 전문가 8명은

환경계획분야 대학 교수 및 국가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8명로 이루어져 전문성을 확보

하였다.

3. 대상 환경계획 선정

지표의 도출을 위해 환경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계획을 선정하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 분야별 총 54개의 환

경부 계획과 환경적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교통

부, 산림청의 5개 계획을 포함하는 총 59개 계

획을 대상으로 실제 국토교통부의 계획내용에

반영 가능한 환경적 내용을 가진 환경계획을 선

정하였다. 전체 59개 환경계획 목록은 환경일반

(5개), 환경보건(4개), 기후대기(8개), 물환경관

리(9개), 상하수도(15개), 자연보전(7개), 자원순

환(5개), 국제협력(1개), 기타(5개) 등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상 계획의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계획내용을 포

함하는 계획을 선정하였다. 둘째, 내용이 중복되

는 계획을 제외시키고, 통폐합된 계획에 대해

정리를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계획을 대상으

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추출하였다.

4. 통합관리 지표 추출

선정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경지표를

추출하였다.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지표를 추출

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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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Deriving indicator ele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

Selection of appropriate

indicator for integrated

management

→ Final indicator selection

Figure 1. Three-step process for extracting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1단계에서 환경계획 내에서 지표로서의 성격

을 갖는 지표요소를 모두 도출하였다. 지표요소

란,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지표요소 도출 단계는 계획내, 계획간 중복

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표를 도출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Top-down 방

식으로 환경지표를 설정한 Lee and Youn(1998)

은 OECD의 PSR(Pressure, State, Response) 구

조와 UNCSD의 DSR(Deriving force, State,

Responce)구조를 통합하여 구동력 지표, 압력지

표, 상태지표, 대응지표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

표를 구분하고 이를 생물, 환경부하, 자원의 이

용 등 중간지표로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표는 이미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계획내용으로부터 지표요소를 추출하였

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지표의

성격’에 따라 분야의 구분이 없는 통합적 지표

와 세부지표로 나누고, 세부지표는 다시 생태,

수자원, 토양, 대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

격에 따라 구분된 지표를 지표의 적용 ‘시기적

단계’에 따라 입지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지표요소 중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별하고, 서로 다른 환경계획의 지

표 중 유사한 환경적 목표를 갖는 지표는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지표 중 국토의 이용의 관한 것, 국토의

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국토의 계

획 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판단하여 선정하였

다. 지표의 그룹화 과정에는 1단계에서 분류한

‘지표의 성격’과 ‘시기적 단계’를 활용하였다. 유

사한 성격과 시기적 단계를 갖는 지표들에 대한

그룹화를 진행하였다. 유사한 성격은 1단계에서

추출된 지표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도출하였고, 시기적 단계는 1단계에서 분류한

입지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를 이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지표들에 대

해 중복된 지표를 제거하고, UN의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와 연계가능한 지표들을 최종적으

로 선정하여 통합관리 지표를 도출하였다. 중복

된 지표의 경우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 목

표가 같다면 지표가 추출된 환경계획이 시기적

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선정하고 그렇지 않

은 지표를 삭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

제적 협의사항인 동시에 환경적 문제를 중점적

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의 관리

와 이용’이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목적을 공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와 연계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표에 대해 적용 가능한 계획 수

준을 표시하였다. 계획의 수준은 국가 수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광역시․도 수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시․군 수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세 가지 위계로

구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환경계획 선정

환경계획 선정 과정에서는 총 59개 계획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에서의 선정 조건에 따라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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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lanning Relevant statues

1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Basic Plan for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보전법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Environment)

환경정책기본법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3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4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

(Mid-Term Comprehensive Plan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환경정책기본법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5
환경보건종합계획(2016)

(Comprehensive Plan for Environmental Health)
환경보건법

(ENVIRONMENTAL HEALTH ACT)

6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7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

(Comprehensive Plans for Clean Air Conservation)
대기환경보전법

(CLEAN AIR CONSERVATION ACT)

8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

(Basic Plan for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9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16)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물환경보전법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10
물재이용기본계획(2011)

(Basic Plans for Water Reuse)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11
토양보전기본계획(2010)

(Basic Plan for Soil Conservation)
토양환경보전법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12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2005)

(Comprehensive measures for water quality
maintenance of groundwater)

지하수법
(GROUNDWATER ACT)

13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3)

(Master Plan for Wetland Conservation)
습지보전법

(WETLANDS CONSERVATION ACT)

14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

(Master Plan for Protection of Wildlife)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15
도심재생사업 경관지침(2009)

(Urban Renewal Business Landscape Guidelines)
자연환경보전법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1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

(Resource Circulation Basic Pla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able 2. List of environmental plans selected for indicator selection

계에 걸쳐 계획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공간

적 계획내용을 포함하는 제 4차 국가환경종합계

획 등 36개 계획이 선정되었다. 1차 계획 선정

과정에서는 제 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같은

환경교육 관련 계획, 제 1차 화학물질관리기본

계획, 제 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과 같은

특정 물질 관리에 대한 계획, 온실가스 항목 환

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과 같은 평가지침 등

총 23개 계획이 제외되었다.

2단계로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과 통폐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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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ategory Subdivision Main category Subdivision

Eco

Ecological network

Air

PM2.5

Protected area PM10

Ecological restoration NOx

Ecosystem service SOx

Urban

Ecological resting space VOCs

Urban life
Health

Health

Automobile Light pollution

Landscape

Ecological network

Water resource

Water quality

Artificial structure Water supply

Green space
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

Stream Drainage system

Topography Rain water

Building Water reuse

Energy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Green house gas

Table 3. Classes of 2
nd

step indicators

계획에 대한 정리를 통해 1단계에서 선정된 총

36개 계획 중 16개 계획이 선정되었다 (Table

2). 이에 따라 전체 59개 계획목록의 9가지 분류

중 환경일반 분류에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등 4개의 계획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계획이 선정되었으며, 국제협력과 기타 분

류에서는 계획이 선정되지 않았다.

2. 통합관리 지표

1) 환경계획별 지표요소 도출

총 16개 환경계획을 대상으로 지표요소를 도

출한 결과 420개의 지표가 추출되었다. 계획별

로 추출된 지표의 수를 보면, 제 3차 자연환경보

전 기본계획에서 36개 지표, 국가환경종합계획

에서 30개 지표, 제 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에서 17개 지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 28

개 지표, 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에서 4개 지

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9개 지표, 제 2

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서 5개 지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17개 지표, 제 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182개 지표, 물이용기

본계획에서 19개 지표,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

책에서 6개 지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서

3개 지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에서 13개 지

표, 도심재생사업경관지침에서 28개 지표, 자원

순환기본계획에서 23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

중 입지단계에 해당하는 지표가 334개로 가장

많았고, 공사단계의 지표는 33개로 가장 적었으

며, 운영단계의 지표는 53개가 해당되었다.

2) 통합관리 가능한 적정지표 선정

지표도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총 420개 지표 중 124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지표는 9개의 대분류와 33개의 세분류로 나누

어 정리되었다 (Table 3). 생태 분류에 해당하는

지표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자원 관련 지

표는 31개, 도시 관련 지표 9개, 대기 관련 지표

12개, 기후변화관련 지표 6개, 에너지 관련 지표

1개, 보건 관련 지표 3개, 경관 관련 지표 13개,

폐기물 관련 지표 9개로 정리되었다.

3) 최종지표 선정

2단계에서 선정된 124개의 지표 중 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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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umber of indicators Class Number of indicators

Natural ecology 29 Energy 1

Water resource and quality 13 Landscape 4

Urban and green space 5 Resource circulation and waste 6

Air 16

Table 4. Number of indicators included by category

지표가 중복지표로 판단되어 제거되었으며, 최

종적으로 총 74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부록

1). 74개의 지표는 총 7개의 환경분야로 다시 분

류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표의 수는

Table 4와 같다.

최종 지표 중 자연․생태 분야의 지표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으며 총 29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연․생태 분야가 환경부의 주요 정책분

야로서 계획 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간적인 계획내용을

많이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개발입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총 29

개의 지표 중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지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는 8개의 지표가 도심재생사업경관지침에서 도

출되었다. 대부분의 자연․생태 분야 지표는 ‘육

상 보호지역 확대 : 국토의 20% 이상’, ‘연안/해

양 보호구역 면적 확대 : 12%’ 등 목표 면적과

관련된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환경부의 자연․생태 관련 계획 목표가 주로 환

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면적의 확대에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너지 분야의 지표는 1개로 가장 적은

개수의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제3차 지속가능발

전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지표이다. ‘선택된 지표

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 1차 에너지 대비

11% 이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

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에 목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표의 1단계 추출 과정에

서는 ‘가용폐자원 에너지화율 증가’, ‘친환경에

너지 타운 조성 : 10개소’ 등의 지표요소가 있었

으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로는

적절치 않아 제거하였기 때문에 최종 선정된 지

표는 1개로 나타났다.

대기와 관련된 지표는 자연․생태 분야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16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

었다. 모든 지표는 배출량 및 농도 감축을 목표

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SOx), 질

소산화물(NOx), 휘발성물질(VOCs)과 관련된

대기오염물질 관련 지표가 6개였으며, 온실가스

관련 지표가 2개, 기타 지표가 1개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대기관련 계획목표가 최근 미세

먼지 증가에 따른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

하고 온실가스 관련 지표의 내용이 적은 것은

온실가스라는 단어가 다양한 물질들을 포괄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관련 지표의

내용이 지시하는 공간적 범위는 전국단위가 7

개, 수도권 단위가 7개, 서울이 2개로 계획의 목

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지표를 포함하는 수자원·수질

분야는 8개의 수질 관련 지표와 5개의 수자원

관련 지표로 구성되었다. ‘(한강) 남한강 상류 :

매우좋음 Ⅰa 등, 한강 수계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과 같은 강, 호소 수질목표 달성 기준 지표

는 1단계 지표 선정시 164개의 지표가 있었으

나, 이는 최종 지표 목록에서 5개로 축약되었다.

수질목표 관련 지표가 많았던 것은 환경부의 계

획이 과거부터 수질관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

관련 지표는 ‘상수도 보급률 확대 : 97% 이상’

과 같은 상하수도 보급률과 관련된 지표,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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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설 목표용량 : 5,362,771㎥/일’과 같은 물

재이용과 관련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로 많은 지표를 포함하는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의 경우 ‘생활폐기물 감량 : BAU

대비 6.1%’와 같은 폐기물의 감량과 관련된 지

표 3개, ‘재활용율 : 90%’와 같은 자원순환 등

재활용 증가와 관련된 지표가 3개로 총 6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자원순환기

본계획에서 추출된 지표가 5개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지표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추출되었다.

도시․녹지 분야와 경관 분야의 경우 각각 5

개와 4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도시․녹지 분

야에 포함된 지표의 내용은 도시 숲 조성 및 연

결성, 휴식공간 확대, 소공원 확대, 바람길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갖는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경관 분야의 지표도 자연경관 변형의 최소화,

방음벽 주위 녹지 조성, 조명관리 등 다양한 목

표를 갖는 지표가 추출되어 도시․녹지 분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최종 선정된 지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지표와 구체적이지 않은 지표로 나눌 수 있었

다. 자연․생태 분야에서는 복원 및 보호 면적과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하고 있었으며, 생태축, 연결성과 관련된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수

질, 대기, 에너지,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의 지

표는 수질등급, 보급률, 시설 용량, 배출량, 농도

등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었다. 도

시․녹지 분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면적

확보와 관련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나눌

수 있었으며, 경관분야는 모두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가 설정된 지표로 이루어졌다.

IV. 결 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환경부의 계획 목표

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환경부의 계획내용

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환경부의 계획내의 목표

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적 계획내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계획이 많으

며, 이와 같은 환경계획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

표의 중요도를 확인하고 및 국제적 협의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SDGs 지

표와 연계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최종 지표는 실제 계획에 적용성을 높이기 위

해 지표의 분야별로 구분하고, 계획수준별로 정

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계획수준에

따라 지표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적용가능한 계

획의 수준에 따라 국가단위지표, 광역단위지표,

도시군단위 지표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표를 자

연․생태, 수자원․수질, 도시․녹지, 대기, 에

너지, 경관, 자원순환․폐기물 등 7개 분야로 구

분하여 지표의 가독성을 높여 하나의 국토교통

부 계획 내에서 지표를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하

였다.

환경부의 계획들을 이용하여 지표를 도출한

결과 자연․생태, 대기 분야에 지표가 몰리는 경

향을 나타내는 등 분야별로 상이한 수의 지표가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계획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분야의 경우 공간적 계획 내용에 반영 필

요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

연․생태, 대기 분야는 국토교통부 계획의 환경

부 계획 고려 필요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종 도출된 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계획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계

획 내용이 환경부의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계획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계획

의 수립 시,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보조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 환경

부의 계획 목표는 그 양이 방대하고, 분야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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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함으

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를

실제 국토교통부 계획에 적용하여봄으로써 국

토교통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표의 활용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는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표의 적용 및 활용에 있어 구체적

인 숫자와 목표 내용을 제시하는 지표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

고, 새롭게 수립하려는 계획을 통해 지표의 내

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이 들어간다. 즉, 지표는 객관적 평가를 도울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도구이나, 최종적으로는 사용

자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표를 사용하는 전문가는 최

종적으로 선정된 지표 중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계획 내용이 지

표의 해당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

써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인

계획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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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ssessment indicators for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linkage
Related SDGs indicator

Application scope

Source
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coounties

Natural

Ecology

4대 핵심 생태축 (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을 보전·복원
(Conservation of core ecological area/axis in
national and metropolitan city scale)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5대
광역권역(한강수도권/금강충청권/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태백강원권)별로 4대 핵심
생태축과 연결되는 생태축(정맥), 생태거점 중점
보전·복원
(Restore and protect ecological area and axis
connected with 4 major ecological axis for 5 major
mega region)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육상 보호지역 확대 : 국토의 20% 이상
(전체 보호지역 면적 확대 : 국토면적의 15%)
(Expansion of protected area : 20% or more of the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연안/해양 보호구역 면적 확대 : 12%
(관할해역대비)
(Expansion of coastal / marine protected area :
12%)

14.5.1 Coverage of protected
areas in relation to
marine areas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 국토의 3.22% 이상
(Expansion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 3.22%
or more)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산림지역 비율 확대 : 국토면적의 64% (2020)
(Expansion of forest area ration : 64% of the land
area(2020))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국토의 1.6%이상
(Expansion of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 1.6%
or more of the land area)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Assessment Indicators for Integrated Management on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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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ssessment indicators for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linkage
Related SDGs indicator

Application scope

Source
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coounties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5.5.1 Red List Index

자연공원 확대 : 국토의 8.09% 이상
(Expansion of natural park : 8.09% or more of the
land area)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5.5.1 Red List Index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Natural
Ecology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 국토의 0.5% 이상
(Expansion of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 : 0.5% or more of the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5.1 Red List Index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확대 : 국토면적의 2.8%
이상
(Expansion of wildlife protection area : 2.8% or
more of the land area))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5.1 Red List Index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습지보호지역(내륙) 확대 : 국토의 0.15% 이상
(Expansion of wetland protected area : 0.15% or
more of the land area)

6.6.1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5.1 Red List Index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연안습지의 20%를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Designation of the 20% of coastal wetland as
coastal wetland protection area)

14.5.1 Coverage of protected
areas in relation to
marine areas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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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indicators for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linkage
Related SDGs indicator

Application scope

Source
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coounties

15.1.2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생태하천 복원율 증가 : 24%
(Expansion of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 24%)

6.6.1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수변구역 등 수변 생태벨트 구축
(Construction of waterside ecological belt including
waterfront area)

6.6.1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Natural
Ecology

권역별로 육상생태축, 수생태축, 생태거점을
지정하고 생태축 조사 및 보전･복원사업 추진
(Designate land ecological axis, water ecological
axis, ecological bases by region and promote
ecological axis investiga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s)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친수구역 지정 시, 주변 생태축과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
(When designating a waterfront-space, ensure
ecological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ecological
axis)

6.6.1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고속도로 공사구간 등 주요 생태축 단절예상
개발사업의 생태축 복원방안 제시
(Propose the restoration plan of ecological axis
about development project of major ecological axis
cuts such as highway construction section)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축 적용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relevant plans
such as national land and city planning Business
Ecological axis when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

15.9.1 Progress towards
national targe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ichi
Biodiversity Target 2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지자체별 도시기본(20년)･관리계획(5년)
수립･변경, 환경영향평가, 각종 개발사업과
공간계획 검토 시 도시 생태축 개념 반영
(Reflect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city basic,
management plan for each municipa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15.9.1 Progress towards
national targe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ichi
Biodiversity Target 2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도시내 생태숲, 하천 및 생물서식처 등
생태거점을 보전･복원하여 도시 생태축으로
조성
(Preserving and restoring ecological forests, rivers
and habitats in urban areas to make an urban
ecological axis)

15.9.1 Progress towards
national targe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ichi
Biodiversity Target 2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도시공원, 도시숲, 생물서식지, 습지 등
파편화된 생태공간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연결녹지 조성, 건물 입체녹화 추진
(In order to enhance the linkage of fragmented
ecological spaces such as city parks, urban forests,
biological habitats, and wetlands, make stepping
stone green space and three-dimensional planing in
buildings)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지형변형율을 최소화
(Minimize terrain strain)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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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indicators for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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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cope

Source
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coounties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원형으로 보전하면서
도시 생태축을 구축
(Construct urban ecological axis while preserving
local natural ecosystem as a circle)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광역권의 녹지체계와 개발지역의 녹지를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Networking green area system of mega region by
linking green space in development)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녹지의 단절부와 생태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도로 등의 구조물을 건설할 때는 생태통로를
설치
(When constructing structures such as roads, make
eco-corridor)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하천이 있을 경우 개발지 내의 녹지와 하천을
연결
(If there is a river, connect the green space and river
in the development area)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재생지역의 녹지공간은 기존 도시지역의
녹지축과 연결
(The green space of the regeneration area is
connected with the green space axis of the existing
city area)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하천이 개발지역에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지역 내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한 실개천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
(If the rivers pass adjacent to the development area,
connect the stream creeks created by ecological
techniques to the area to create a water front)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교각이 하천의 유수 및 생태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설치
(Install bridge have minimal effect on river runoff
and ecological environment)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Water
resource
and
quality

(한강) 남한강 상류 : 매우좋음 Ⅰa 등, 한강
수계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
((Han River) Upper stream of South Han River :
Very good Ⅰa, etc.,)

6.3.2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낙동강) 안동댐 : 매우좋음 Ⅰa 등, 낙동강
수계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
((Nakdong River) Andong dam : Very good Ⅰa,
etc.,)

6.3.2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금강) 용담댐 : 좋음 Ⅰb 등, 금강 수계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
((Geumgang River) Yongdam dam : Good Ⅰb,
etc.,)

6.3.2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영상강·섬진강) 섬진강 댐 : 좋 음Ⅰb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Seomsin
River dam : Good Ⅰb, etc.,)

6.3.2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호소) 파로호 : 매우좋음 Ⅰa 등, 호소별 수질
달성 목표 기준
((Lake) Paro Lake : Very good Ⅰa, etc.,)

6.3.2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깨끗한 물 확보 : 도심하천 2등급 이상
(Securing clean water : Urban river grade 2 or
more)

6.1.1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ervices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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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률 확대 : 97% 이상
(Expansion of waterworks supply rate : 97% or
more)

6.1.1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ervices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확대 : 80%
(Expansion of waterworks supply rate in rural areas
: 80%)

6.1.1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ervices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하수도 보급률 확대 : 93.2% 이상
(Expansion of sewerage penetration rate : 93.2% or
more)

6.3.1 Proportion of wastewater
safely treat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확대 : 74% 이상
(Expansion of sewerage penetration rate in rural
areas : 74% or more)

6.3.1 Proportion of wastewater
safely treat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공공하수처리시설수혜인구비율확대 : 97.3%이상
(Expansion of the ratio of the population receiving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97.3% or more)

6.3.1 Proportion of wastewater
safely treat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중수도 시설 목표용량 : 5,362,771㎥/일 (2008년
대비 2.6배 증가)
(Wastewater facilities target capacity:
5,362,771㎥/day (2.6 times increase from 2008))

-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Urban
and green
space

빗물이용 총 목표량 : 48,608천㎥/년
(Total target use of rainwater: 48,608,000 ㎥/year)

-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도시 숲 조성 및 연결성 확대
(Expansion of urban forest creation and
connectivity)

11.7.1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 18.5㎡/인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 18.5㎡ / person)

11.7.1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확대 : 1,034만㎡
(Expansion of urban ecological rest space : 10.34
million ㎡)

11.7.1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소공원, 옥상공원(인공지반공원), 수변공원,
농업생명공원 등비점오염원저감, local food 등
복합적 기능이 고려된 공원 조성 확대
(Construct parks to reduce non-point pollution
source, expansion of park considering complex
functions such as local food)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바람길 및 보행녹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간에는 10미터 이상 폭을 확보
(To secure wind corridor and walkways, secure a
width of more than 10 meters between apartment
complexes)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Atmosph
eric
Atmosph
eric

PM2.5 환경기준, WHO 목표 3단계까지 강화 :
15㎍/㎥ 이하
(Enhancement of PM2.5 environmental standard to
WHO target level 3: 15 ㎍ / ㎥ or less)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PM2.5 2012년 대비 32% 감축 (목표배출 11.6.2 Annual mean levels of ○ ○ ○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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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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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4,000톤)
(PM2.5 32% reduction from 2012 (target discharge
73,884,000 tons))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Environment,
2016f.

수도권 PM2.5 2024년 전망배출량 대비 45%
삭감
(Metropolitan area PM2.5 2024 outlook 45%
reduction compared to the amount of discharge)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서울 PM2.5 농도 감축 : 25㎍/㎥ 이하
(Seoul PM2.5 concentration reduction: 25㎍ / ㎥ or
less)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PM10 2012년 대비 28% 감축 (목표배출
182,134,000톤)
(PM10 Reduction by 28% compared to 2012 (target
emission of 182,134,000 tons))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f.

수도권 PM10 2024년전망배출량 대비 34%삭감
(Reduce metropolitan area PM10 emission by 34%
compared to predicted emission of 2024)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서울 PM10 농도 감축 : 37㎍/㎥ 이하
(Seoul PM10 concentration reduction: 37 ㎍ / ㎥ or
less)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NOx 2012년 대비 34% 감축(목표배출
727,067,000톤)
(NOx reduction by 34% compared to 2012 (target
emission 727,067,000 tons))

-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f.

수도권 NOx 2024년전망배출량 대비 55% 삭감
(Reduce metropolitan area NOx emission by 34%
compared to predicted emission of 2024)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VOCs 2012년 대비 35% 감축(목표배출
641,233,000톤)
(VOCs reduction by 35% compared to 2012 (target
emissions 641,233,000 tons))

-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f.

수도권 VOCs 2024년 전망배출량 대비 56%삭감
(Reduce metropolitan area VOCs emission by 34%
compared to predicted emission of 2024)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수도권 SOx 2024년 전망배출량 대비 44% 삭감
(Reduce metropolitan area NOx emission by 34%
compared to predicted emission of 2024)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수도권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행거리 감축 : 10년 대비 30% 이상 감축
(Reduction of traffic demand by developing traffic
demand management program in the metropolitan
area: 30% reduction compared to 10 years)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수도권 전기 충전망 등의 공공충전망 확충 :
7만기 이상 보급
(Expansion of public charging network such as
electric charging network of metropolitan area)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536백만톤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536 million
tons)

13.2.1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communicated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alization of an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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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tional Megalopolis

Cities and
coounties

integrated policy/strategy/plan
which increases their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including a
national adaptation pla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ational
communication, biennial
update report or other)

Energy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률증가 : 16.3%이상)
(Reduce greenhouse gas by 37% compared to BAU

상 동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f.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 1차 에너지 대비 11%
이상
(Renewable energy supply ratio: more than 11% of
primary energy)

7.2.1 Renewable energy share
in the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Landscape

자연경관 변형을 최소화
(Minimize landscape strain)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저류지는 제방의 구조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해야 함
(The reservoir should be constructed with the
structure of the embankment is not exposed to the
outside and should be mad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방음벽 양편에 충분한 폭의 녹지를 형성
(Provide enough green space on both sides of
soundproof walls)

-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2019년)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2019))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d

Resource
circulation
and
waste

재활용율 : 90%(폐기물 발생량 기준)
(Recycling rate: 90% (based on amount of waste
generated))

12.5.1 National recycling rate,
tons of material recycl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6c

자원순환율 증가 : 21.9% ([순환자원량/
(국내천연자원소비량+순환자원량)]*100)
(Increase in resource circulation rate: 21.9%
([Circulation volume / (domestic natural resource
consumption + circulation volume)] * 100))

12.5.1 National recycling rate,
tons of material recycl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생활폐기물 감량 : BAU 대비 6.1%
(Household waste reduction: 6.1% of BAU)

12.4.2 Hazardous waste
generated per capita and
proportion of hazardous waste
treated, by type of
treatment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사업장폐기물 감량 : BAU 대비 6.4%
(Workplace waste weight: 6.4% compared to BAU)

12.4.2 Hazardous waste
generated per capita and
proportion of hazardous waste
treated, by type of treatment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45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 개발 연구

Category
Assessment indicators for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linkage
Related SDGs indicator

Application scope

Source
National Megal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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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감량 : BAU 대비 11.3%
(Construction waste weight: 11.3% compared to
BAU)

12.4.2 Hazardous waste
generated per capita and
proportion of hazardous waste
treated, by type of
treatment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순환골재 재활용률 증가 : 42%
(Increase recycling rate of recycled aggregate: 42%)

12.5.1 National recycling rate,
tons of material
recycled

○ ○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