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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에 지 소비 증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기후 련 정책이 논의 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녹색 건설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문헌 조사와 

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통 시설물의 친환경 성과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 다. 지표는 

경제 , 사회 , 환경  성과지표로 구분하 으며, 경제  지표 14개, 사회  지표 10개, 환경  지표 12개

를 제시하 다. 도출된 지표의 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로 련성, 명확성, 시성, 비교가능성, 자료획득 가능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제시된 지표의 활용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 중심어 :∣녹색건설∣교통시설∣성과지표∣

Abstract

Climate related policies have been considered due to increase of energy and  fossil fuel 

consumption. Therefore, research has been done to reduce CO2 and to implement green 

construction. This paper proposes green construction performance metrics for transportation 

facilities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The metrics are composed wi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parts and number of metrics are 14, 10, and 12 respectively.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valuate relevance, clarity, timeliness, comparable, and obtainable 

of the proposed metrics. Then implementation strategy is also proposed for effect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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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에 지소비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를 래하 다. 따라서 지구온난

화 방지를 한 교토의정서 등 국제  기후 련 정책이 

논의 되고 있으며, 탄소 녹색성장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 총 에 지 소비구조에서 교통부분은 21%

를 유하고 있으며, 이  도로부분이 79%를 소비하

고 있다. 이에 도로 교통부문에 있어 온실가스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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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책  기술개발에 한 연구가 국내는 물

론 세계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그리고 재 건설산업은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한 

건설을 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

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녹색건설의 성과를 평가하는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녹색건설의 성과평가

를 한 시스템도 미비하고, 제시된 지표는 추상 인 

실정이다. 이에 건설산업의 친환경 성과평가를 한 정

량 이고 정성 인 지표의 정의 제시와 련분야의 지

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토목구조물  건설  사용단계에

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도로, 철도, 항만, 해운 등

교통시설물을 상으로 기존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건

설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과 녹색건설 성과평

가를 한 핵심 인 지표를 도출하고, 문가 설문조사

를 통해 각 지표의 용가능성을 분석하 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먼   산업을 상으로 지속가능한 발 , 녹색 성

장과 련된 지표 활용사례에 한 련문헌을 조사 분

석하 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분야를 주 상으로 녹색건설 성과부분 

연구문헌 조사를 수행하 다. 그리고 기존 연구문헌 분

석을 통해 도출된 교통시설물의 녹색건설 성과지표의 

정성을 검토하기 해 건설산업 실무자를 심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를 요도에 따라 나타내었고, 평균값을 분석하여 

설문조사 결과 하지 못한 지표들을 제외한 최종지

표를 도출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최종 도출된 지

표들의 데이터 확보방안  추후 활용방안을 제안하 다.

  

 

Ⅱ. 선행 연구

국내의 녹색건설 성과지표는 배기가스 측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 등의 환경  지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친환경, 녹색건설의 성과평가 시 

경제 , 사회 , 환경 인 에서 다각도로 녹색건설 

성과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아래 사례와 같이 각 

기 별 녹색건설 성과지표는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주

요한 성과분야 지표는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친환경 교통 성과지표의 사례
1.1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교통지표
빅토리아 교통국의 경우 경제 , 사회 , 환경  지표

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교통개념, 

친환경 교통 평가  계획에 사용이 가능하다[2].

경제 지표 사회 지표 환경 지표

• 평균 이동시간 
• 토지이용정도
• 교통혼잡비용
• 공공서비스 수
• 인터넷 사용 비율

• 통학 교통수단
• 교통체계만족도
• 교통사고 및 시설 
  비율
• 도보, 자전거 이용 
  비율
• 통학시 도보, 자전거 
  이용비율

• 에너지 소비량
• 대기 및 소음 오염 
• CO2 배출량
• 서식지 보존
• 폭우관리 체계
• 교통시설위한 도로 
  포장 비율

표 1. 빅토리아 교통국 친환경 지표

1.2 텍사스 교통국 친환경 지표
텍사스주 교통국은 제시된 목표를 평가하기 해 아

래 표와 같은 친환경 교통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지표에는 사회  지표 등이 빠져있으며 근

성보다는 이동성 개선에 목 이 있다[3]. 

략  목표 친환경 련 목

정체 감소 고속도로의 이동성 증가
고속도로 통행의 신뢰성 증가

안전 제고 교통사고율 감소
교통사고 감시 및 대응 개선

경제개발 기회 확대 잠재 개발지역의 최적화
도로의 화물 물동량 증가

교통관련 자산의 증가
고속도로 체계의 품질 유지
확장 비용과 영향 감소
건설 비용 재원

대기의 질 개선
주민 건강에 악영향 요인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배출가스 기준 준수

표 2. 텍사스 교통국 친환경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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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uropean Commission의 친환경 교통지표
European Commission의 친환경 교통지표는 경제 , 

사회 , 환경  지표로 구분하 으며, 교통 활동에 있어

서 환경 인 부분에 가장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지

표를 활용하고 있다. 한 정량 인 성과지표와 함께 

사회  결속력과 같은 정성 인 성과분야만을 언 한 

부분도 있다[4]. 

경제 지표

운행비용 사용자의 직접(연료,운임 등)및 간접
비용(혼잡비용 등)

생산성 경제의 생산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
한 기반제공

경제적 
편익 교통부문 총 부가가치

환경 지표

자원사용 교통분야의 자원 및 에너지 사용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
를 포함한 대기오염

폐기물
차량과 도로 생애주기동안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함. 재활용되거나 매
립됨

토양 및 수질 오염
소음

사회 지표

안전과
치안

교통시설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에 대한 치안

건강 단거리 차량 통행을 지향하여 건강
증진 도모하는 추세

생활여건 교통환경은 생활여건과 생활의 질에 
영향

자산가치 소득수준,지역,세대간 비용과 편익 
균등분배

사회적 
결속력

공동 가치의 공유,신뢰 구축 등 지속
적인 공동체 발전 과정

표 3. European Commission 친환경 교통지표

1.4 성과지표 설정 기준
녹색건설의 성과평가를 해서는 성과지표의 선정이 

요하다. 따라서 일반 으로 성과평가를 한 성과지

표 선정 기 에 한 연구 사례를 조사하 다. 미국 

산 리국(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공군, 국 재무부, 호주 재무행정부 등 여러 기

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기 을 발표한 내용은 동소이

하며, 국 재무부가 제시한 성과지표의 바람직한 성격

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 다[5]. 

• 련성(relevance) : 성과지표는 해당사업이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와 련이 있어야 함.

• 왜곡된 유인(perverse incentives) : 성과지표는 바

람직하지 않거나 낭비 인 행 를 유발하면 안됨.

• 향 악 가능성(attributable) : 성과지표는 해당 

조직이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성과의 책임에 한 명확한 제시 필요함.

• 명확성(well-defined) : 자료가 일 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야 하며 쉽게 이해되고 사용 가능하여야 함.

• 시성(timely) : 성과지표는 빈번히 측정됨으로써 

사업진행상황의 악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빠른 

시간내에 생산됨으로써 자료로서의 유용성이 있

어야 함.

• 신뢰성(reliable) : 성과지표는 당  원하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성과의 변화를 민감히 악

할 수 있어야 함.

• 비교가능성(comparable) : 성과지표는 재의 성

과를 과거의 성과나 다른 사업의 성과와 비교 가

능해야 함.

• 검증가능성(verifiable) : 한 과정을 거쳐 성과

지표가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성과지표를 이용한 평가 상의 진행상황 리, 결과 

제시, 시정 활동이 가능하며, 공통된 성과지표를 이용하

여 유사 사업 는 조직간 성과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Ⅲ.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앞 의 해외 연구  수행 사례를 반 하여 주요성

과분야인 경제 , 사회 , 환경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세부 성과지표를 제시하 다. 

성과지표가 녹색 건설성과를 평가하기 한 지표로 

정한지를 평가하기 해 련성, 명확성, 시성, 비

교가능성, 자료획득 가능성의 5가지 항목에 하여 5  

척도(1 : 매우 낮음, 5  : 매우 높음)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 하 다. 이는 기존 성과지표 결정 연구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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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선정 기 을 용하 으며, 각 

질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련성 : 본 지표는 건설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녹색건설 목표  성과와 련 있다. 

명확성 : 본 지표는 녹색 성과지표 도출을 한 

자료를 일 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시성 : 본 지표는 빠른 시간 내에 생산됨으로써 

녹색 건설 사업 진행상황의 악에 도움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비교가능성 : 본 지표는 유사한 건설 사업간 녹색

건설 성과 벤치마킹을 한 비교가 가능하다.

자료획득 가능성 : 본 지표는 해당 지표 산정에 

필요한 한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설문지는 건설 산업 실무자를 상으로 98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 으며, 설문응답자는 46명으로 46.9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설문 응답자는 아래 [그림 1]과 같

이 발주기 , 건설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연구소등에 

재직하고 있으며, 평균 건설 분야 경력은 10.13년이었다. 

설문응답자의 경력과 문분야를 고려할 때 설문 응

답의 신뢰성은 확보되었으리라 단하여 추후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 경력별 응답자 수

 

2. 경제적 성과지표
경제  성과지표는 소득증 , 취업률제고, 생산성  

사회복지 제도 등과 같은 경제  목 을 성취하는 지표

들을 의미한다. 문헌조사  분석을 통해 총 14개의 지

표를 도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표 4]와 같이 경제  성과의 세부지표에 하여 련

성, 명확성, 시성, 비교가능성, 자료획득가능성에 

해 5  척도로 평가하 고, 각 수를 평균하여 우선순

를 제시하 다.

성과지표 련
성

명
확
성

시
성

비교
가능성

자료
획득성

평균

여객 수송실적 3.15 3.37 3.04 3.02 3.24 3.17 
교통량 3.74 3.54 3.67 3.52 3.65 3.63 
화물 수송실적 3.52 3.48 3.20 3.17 3.22 3.32 
인구 밀도 및 종사자 수 3.20 3.37 3.20 3.43 3.54 3.35 
평균통행시간 및 거리 3.67 3.46 3.50 3.41 3.22 3.45 
평균 화물 이동속도 3.52 3.50 3.20 3.11 3.15 3.30 
1인당 교통혼잡비용 3.35 3.09 2.96 2.98 3.11 3.10 
총교통비용 3.54 3.30 3.30 3.07 3.04 3.25 
교통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3.15 3.24 2.98 3.17 3.17 3.14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수 3.61 3.43 3.67 3.41 3.11 3.45 

도보10분내공공서비스수 3.15 3.17 3.09 3.24 3.02 3.13 
인터넷서비스접속비율 3.11 3.24 3.11 3.09 3.04 3.12 
교통시스템만족도 2.43 2.65 2.72 2.59 2.46 2.57 
교통비용 효율성 2.93 2.70 2.28 2.80 2.50 2.64 

표 4. 경제적 성과지표

설문조사 결과 련성의 경우 교통량, 평균 통행시간 

 거리, 도보, 자 거, 교통 이용자수 지표는 높은 

수를보이고, 교통시스템만족도, 교통비용효율성의 지

표는 낮은 수로 나타났다. 명확성은 교통량, 평균화물

이동속도 지표가 높은 수를 보이며, 교통시스템만족

도, 교통비용효율성 지표가 낮은 수로 나타났다. 시

성은 교통량과 도보, 자 거, 교통이용자수 지표가 

높은 수를 나타냈고, 교통시스템만족도, 교통비용효

율성, 1인당 교통혼잡비용의 지표가 낮은 수로 나타

났다. 비교가능성과 자료획득 가능성에서는 동일하게 

교통량과 인구 도  종사자 수 지표가 높은 수를 

보이고, 교통시스템만족도와 교통비용효율성 지표는 

낮은 수로 나타났다. 최종 지표는 5개 질문의 평균 

수를 기 으로 3  이상인 지표를 포함하 다. 그리고 

자료획득성이 어려운 지표는 최종지표에서 제외하 다. 

각각의 분야를 종합 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통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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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5가지 분야 모두에서 높은 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교통량지표는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교통량지표를 통하여 도

로의 계획, 건설  유지 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시스템만족도와 교통비용효율성의 지표

는 5가지 분야에서 모두 평균 3 미만의 결과가 나왔

다. 이는 해당지표가 경제성 성과지표에 한 정확한 

정량 , 정성 인 통계자료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그리고 두 지표의 경우 자료획득성도 낮은 수를 

받았다. 이는 련 데이터 입수가 어려운 지표이므로 

최종 지표 도출 과정에서 두 개의 지표는 제외하 다.

3. 사회적 성과지표 
사회  성과지표는 공정성, 시민건강, 공동체생활, 공

동체결속력, 역사  문화  자원, 미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지표를 통하여 건설산

업의 사회  가치와 사회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총 10개의 지표를 제시하 으며, 

제시된 지표의 련성, 명확성, 시성, 비교가능성, 자

료획득 가능성에 해 5  척도로 설문조사 하 다.

[표 5]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련성에서는 도보  

자 거 이용 비율, 교통환승 편의성 지표가 높은 수

를 보이고, 1인당 사상자비율은 평균 3 미만의 낮은 

수를 보 다. 명확성의 경우 소득 비 교통비용비율, 

도보  자 거 이용비율, 교통환승 편의성 지표가 높

은 수를 보 으며, 도보 통학 학생 비율이 낮은 수

로 나타났다. 시성에서는 도보  자 거 이용비율, 

교통 환승 편의성 지표가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장애

인 교통체계 품질 지표가 평균 3 미만의 낮은 수를 

나타났다. 비교가능성에서는 도보  자 거 이용 비율, 

교통 환승 편의성이 높은 수를 보이며, 통학교통수단 

분담비율, 1인당 사상자 비율이 낮은 수를 나타냈다. 

자료획득 가능성에서는 1인당 사상자 비율, 도보  자

거 이용비율이 높은 수를 보이며, 통학교통수단 분

담 비율 지표가 평균 3 미만의 낮은 수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도보  자 거 이용 비율 지

표가 5가지 분야에서 높은 수를 나타냈고, 통학 교통

수단 분담 비율이 낮은 수를 나타냈다. 사회  성과

지표의 세부 지표들은 각 분야별로 살펴볼 때 통학 교

통수단 분담비율, 장애인 교통체계 품질 등과 같이 3

미만의 수를 받은 지표가 있지만 평균을 보면 3  이

상을 획득하 다. 따라서 사회  성과지표에 포함된 10

개 지표는 모두 최종 지표로 결정하 다.  

성과지표 련
성

명
확
성

시
성

비교
가능성

자료
획득성

평균

통학 교통수단 
분담 비율 3.13 3.13 3.07 3.07 2.98 3.07 

1인당 
교통사고 비용 3.13 3.13 3.11 3.17 3.13 3.12 

1인당 
사상자비율 2.98 3.28 3.20 3.02 3.30 3.16 

사회 소외 계층의 
통행 품질 3.04 3.28 3.22 3.17 3.00 3.14 

소득대비 
교통비용 비율 3.26 3.35 3.15 3.24 3.04 3.21 

교통 체계 만족도 3.28 3.15 3.39 3.33 3.11 3.25 
장애인 
교통 체계 품질 3.04 3.13 2.91 3.15 3.15 3.08 

도보 및 자전거 
이용 비율 3.50 3.41 3.33 3.43 3.17 3.37 

도보 통학 학생 비율 3.17 3.07 3.20 3.17 3.11 3.14 
교통 환승 편의성 3.35 3.35 3.30 3.35 3.02 3.27 

표 5. 사회적 성과지표

4. 환경적 성과지표
환경  성과지표는 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등과 같

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 인 요인을 포함한 지표를 의

미한다. 이론  고찰을 통해 총 12개의 환경성과를 평

가하는 지표를 도출하 다. 도출된 지표를 통하여 련

성, 명확성, 시성, 비교가능성, 자료획득 가능성에 

해 5  척도로 설문조사하 다. 

[표 6]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 련성의 경우 CO2 배

출량, 기오염물질 배출량, 기  소음의 건강 향정

도 지표가 높은 수를 보이고, 지역사회 생활의 질, 동

물 서식지 보존 지표가 낮은 수로 나타났다. 명확성

에서는 CO2 배출량, 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자원 오염

물질 방출 지표가 높은 수를 보이고, 교통수단별 1인

당 에 지 소비 지표가 낮은 수로 나타났다. 시성

에서는 CO2 배출량, 기오염물질 배출량 지표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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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이며, 지역사회 생활의 질 지표가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났다. 비교가능성에서는 CO2 배출량, 기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가 높은 수를 보이며, 폭우 

리 체계 지표가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났다. 자료획득 

가능성에서는 CO2 배출량, 도로 포장률 지표가 가장 높

은 수를 교통수단별 1인당 에 지 소비 지표가 3 미

만의 낮은 수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CO2 배출량 지표가 5가지 분야

에서 모두 높은 수를 받았다. 이는 재 CO2 배출량

이 환경문제의 주요요인이며, CO2 배출량을 이기 

한 정책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

경  지표로 제시된 세부지표는 체 으로 모두 3

 이상의 평균 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자료획득 가능

성에서 교통수단별 1인당 에 지소비, 동물서식지보존 

지표는 3 미만의 수를 나타낸다. 이는 지표를 정량

으로 나타내는 통계자료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체 으로 모두 3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

므로 제시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정한 것으로 단

된다. 

성과지표 련
성

명
확
성

시
성

비교
가능성

자료
획득성

평균

교통 수단별  
1인당 에너지 소비 3.28 3.04 3.15 3.24 2.93 3.13 

화물운송 에너지소비 3.39 3.37 3.48 3.37 3.26 3.37 
CO2 배출량 3.70 3.43 3.46 3.48 3.26 3.4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50 3.65 3.52 3.35 3.20 3.44 
대기 및 소음의  
건강영향정도 3.59 3.39 3.22 3.13 3.07 3.28 

도로 포장률 3.28 3.26 3.33 3.22 3.39 3.30 
폭우 관리 체계 3.20 3.15 3.11 3.11 2.91 3.10 
지역사회 생활의 질 3.15 3.17 3.04 3.17 3.11 3.13 
수자원 오염물질 방출 3.43 3.24 3.37 3.35 3.20 3.32 
동물 서식지 보존 3.15 3.43 3.59 3.13 2.89 3.24 
재생에너지 활용 3.33 3.41 3.26 3.30 3.22 3.30 
대체에너지 활용한 
교통시설 3.35 3.52 3.50 3.28 3.37 3.40

표 6. 환경적 성과지표

5. 최종 성과지표 도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교통시설물의 녹색건설 성과

평가 지표는 [표 7]과 같다. 지표는 경제  성과평가지

표 12개, 사회  성과평가지표 10개, 환경  성과평가지

표 12개로 나타났다. 총 34개의 지표  정량  지표 25

개 정성  지표 9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성과지표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단하기 해 지표 

련 데이터수집  리체계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결과 다수의 지표와 련된 데이터를 국토해양부, 

에 지 리공단, 환경부, 기상청, 지식경제부, 도로 교

통공단 등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녹색건설의 성과분석을 해 수집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리고 일부 지표의 경우 재 련 데이터 수집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와 수집이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통합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Ⅳ. 결론

본 논문은 건설 사업  교통부분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해운 항만 등의 CO2 배출량의 리를 통하여 녹

색 건설을 지향하고 건설 산업 과정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를 제시하 다. 

이를 해 국내외 녹색 건설 평가지표 문헌조사를 통

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에 

포함된 성과지표 리스트는 외국사례 조사와 연구진의 

의견을 통해 일차 검증된 지표이며, 설문조사는 건설 

산업 실무자를 상으로 5  척도로 평가하 다. 그 결

과 최종 으로 경제  성과평가지표 12개, 사회  성과

평가지표 10개, 환경  성과평가지표 12개의 세부지표

를 도출하 다. 그리고 최종 제시된 지표를 정량  지

표와 정성  지표인지 구분하여 나타내었고, 각 지표의 

련 데이터의 구축 유무를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교통시설물 상 녹색건설 성

과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시설물의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유지 리 단계를 고려한 친환경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와 련

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한 시스템 구축에 

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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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표 
정량
지표

정성
지표

련데이터

경제적 
성과지표

여객수송실적 ❍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센터
교통량 ❍ 국토해양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화물수송실적 ❍ 국토해양부-해운, 항만 물류정보시스템(SP-IDC)
인구밀도 및 종사자 수 ❍ 통계청
평균 통행시간 및 거리 ❍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센터
평균 화물이동 속도 ❍ -
1인당 교통 혼잡비용 ❍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센터
총 교통비용 ❍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센터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 도로교통공단, 경찰정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 수 ❍ -
도보10분내 공공서비스 수 ❍ -
인터넷 서비스 접속 비율 ❍ 인터넷 통계정보검색시스템(ISIS)

사회적 
성과지표

통학 교통 수단 분담 비율 ❍ -
1인당 교통사고 비용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1인당 사상자 비율 ❍ 경찰정
사회소외계층의 통행 품질 ❍ -
교통체계 만족도 ❍ 국가교통DB센터-대중교통현황조사(7점 척도평가)
장애인 교통체계 품질 ❍ -
도보 및 자전거 이용 비율 ❍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센터
도보 통학 학생 비율 ❍ -
교통 환승 편의성 ❍ 국토해양부-대중교통현황조사
소득대비 교통비용 비율 ❍ -

환경적
성과지표

교통 수단별 1인당 에너지  소비 ❍ 지식경제부-지식경제통계포텔(KESTAP)
화물 운송 에너지 소비 ❍ 지식경제부-지식경제통계포텔(KESTAP)
CO2배출량 ❍ 지식경제부-지식경제통계포텔(KESTAP)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대기 및 소음의  건강영향정도 ❍ -
도로 포장률 ❍ 국토해양부-도로현황
폭우 관리 체계 ❍ 기상청-강수량
지역 사회 생활의 질 ❍ -
수자원 오염 물질 방출 ❍ 환경부-수질오염실태보고
동물 서식지 보존 ❍ -
재생 에너지 활용 ❍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 활용한 교통시설 ❍ 환경부-천연가스자동차보급현황

표 7. 친환경 건설 교통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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