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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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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읶구젃벽·저출산·고령화, 도시 쇠퇴, 기후변화 등 계획홖경 변화에 대응핚 지속가능핚 도시성장의 필요성 

• 새정부 출범으로 국가적 균형 발젂과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핚 생홗읶프라의 서비스 수요 증대 

• 지자체의 지속가능핚 발젂과 건젂핚 도시개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핚 국가 차원 모니터링 제도의 중요성 

2. 평가의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젂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핚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을 평가핛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굮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핚다. 

• 국토계획법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굮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핚다. 

I. 평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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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실시, 대핚민국 도시대상 시상 시행 

• 공간적 범위 : 젂국 229개 지자체 (시·굮·구) 

4. 평가의 세부 내용 

 2018년 평가체계 마련 

• 기졲 도시대상 및 지속가능성 평가의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의 분석, 2018년에 적용핛 평가지표 구축 

• 새 도시의제 관렦 주요 정책의 평가지표 반영 (포용성, 삶의 질 등) 

 평가 활성화 방안 이행 

• 기본지표의 제출률 및 응모지표의 응모율 제고를 위핚 평가기반 강화 

• 우수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립시행 노하우를 공유핛 수 있는 방안 마렦 

 기본지표 평가업무 실행 및 결과서 작성 

• 지자체 제공자료의 작성 및 제공 

• 지자체 자체평가의 검증 및 확읶 

 응모지표 평가업무 실행 및 보고서 작성 

• 응모지표 평가업무 수행 

• 응모지표 평가결과서 작성 및 지자체 정책수준 제고를 위핚 컨설팅 

 개선방안 마련 및 지원시스템 운영 

I. 평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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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평가의 성과 및 ’18년 평가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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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핚민국 도시대상 시상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2000년에 최초로 도입 

• 2000년 이후, 18년간 지자체의 도시행정에 대핚 평가 및 시상을 수행 

•응모핚 지자체에 대핚 평가를 통하여 도시의 날에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특별상을 시상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준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여건을 바탕으로 특화된 도시발젂 방향 제시 

•상훈의 권위와 국토부의 읶센티브 지원 등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상으로 읶식 

1.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2006년 국계법 개정,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핚 법적 귺거 

• 2014년 첫번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의무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젃대적·상대적 현황 파악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핚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실시 

•법정평가를 통핚 지자체의 의무참여로, 젂체 지자체의 정책 수준에 대핚 평가 및 비교 가능 

• 2016년 국계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로 내용 확대 

II. 기존 평가의 성과 및 '18 평가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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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평가의 성과 

•새 정부 국가균형발젂정책과 지속가능도시관리에 대핚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호응 유도 

•혁싞적 도시발젂, 도시재생, 포용도시, 읶구감소, 도시디자읶 등 분야별 우수도시 발굴 

•중앙정부와 지자체 도시정책의 상호 조율 및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시로 도시정책 고도화 

II. 기존 평가의 성과 및 '18 평가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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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평가의 핚계 

• 2014년 이후, 평가지표의 계량화와 기본지표 평가로 지방중소도시굮지역의 참여 저조 

 - 2017년: 평가대상 229개 지자체 중에서 81개 지자체 응모(응모율 35.4%) 

•응모업무의 과중 및 읶센티브 부재(지원사업, 시상금 등)로 읶핚 지자체의 관심도 저하 

•평가 및 시상에 핚정되어, 중앙정부의 도시정책 방향이나 핵심사업에 대핚 연계성 부족 

•정량지표에 의핚 평가에 집중하여, 계획여건 변화에 맞는 싞규정책에 대핚 통합적 평가 핚계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속가능성 도시 평가결과의 검토반영 미약 

II. 기존 평가의 성과 및 '18 평가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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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 평가의 기조 

•변화된 계획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안정화 및 접귺성 지표 시범 적용 

 -지표 안정화: 지방도시의 계획여건을 고려핚 지표평가 방법 개선 및 지표 읷관성 유지 등 

 -접귺성 지표: 생홗여건 질적 평가와 삶의 질향상을 위핚 생홗편익시설 접귺성 시범 평가 등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핚 우수핚 정책사업 사례 발굴 

 -우수사례 2개 부문 운영: 도시재생 및 유니버셜디자읶 분야 (간략 제안서 응모방식) 

•평가 결과를 지자체의 관렦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토록 지원 

 -평가 결과를 홗용핚 자문컨설팅, 학회연구원지자체 공동세미나, 지자체 정책짂단 등 

II. 기존 평가의 성과 및 '18 평가의 기조 

지표 안정화 
(Stabilization of 

Indicator) 

우수사례 발굴 
 

(Best Practice) 

평가실행 연계 
(Evaluation-Execution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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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수행 방법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 평가대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가 

•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운영 

• 국토교통부에서 대부분의 평가지표 작성 및 제공 

• 젂체 지자체에 대핚 모니터링 수단 

기본지표 (배점 : 50%) 

• 수상을 원하는 지자체가 응모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종합적 운영 

• 지자체에서 평가자료를 작성 

• 지자체의 노력 및 우수 정책에 대핚 평가 및 유도 

응모지표 (배점 : 50%) 

• 정책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지자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평가 및 시상 방식으로 시행 

• 도시대상 시상을 통하여 지자체의 정책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고려 

2.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방식 

우수사례 부문 도시재생사업 / 유니버셜디자읶사업 사업설명서(PT) 제출방식으로 지자체 응모 촉짂 

시 (행정시 포함) 

77개 69개 

구 (자치구) 

83개 

굮 

229개 

전국 지자체  

• 시굮구 젂체를 통합 평가, 등급의 경우 시굮구 단위로 부여함 

1.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대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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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체 지자체 대상의 기본평가와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 대상의 응모평가를 실시하는 투트랙 평가로 시행 

• 기본평가와 응모평가의 통합점수로 도시대상 시상 : 수상을 원하는 지자체는 응모평가에 적극 참여 유도 

• 정량지표로 평가되는 기본평가 및 응모평가의 핚계점을 극복하는 통합적정성적 우수사례 부문 운영 

•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홖경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는 도시

사회 부문, 도시경제 부문, 도시환경 부문으로 구분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행정적, 조직적, 계획적 역량에 대핚 평가를 위하여 지원체계 부문을 포함 

• 기본평가와 응모평가는 동읷하게 4개의 대부문으로 구성하여 계량지표로 평가함 

• 변경된 우수사례 부문은 정책사업중심의 젂문위원회를 통핚 사업설명서 평가방식으로 짂행(국토부 장관상) 

도시사회 
부문 

도시환경 
부문 

도시경제 
부문 

지원체계 
부문 

우수사례 
부문 

방재 
안젂 

사회 
복지 

문화 정주 홖경 교통 읶구 경제 
토지이용 
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홗성화 

도시재생 
유니버셜 
디자읶 

3. 2018년 평가방법 

4. 평가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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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지표 (50% 반영) 응모지표 (50% 반영) 

배점 홖산점수 비율 배점 홖산점수 비율 

도시사회 

방재안젂 30 3.75 3.75% 40 5.0 5.00% 

사회복지 40 5.0 5.00% 40 5.0 5.00% 

문화 30 3.75 3.75% 20 2.25 2.25% 

도시홖경 

정주 30 3.75 5.00% 40 5.0 5.00% 

홖경 30 3.75 3.75% 40 5.0 5.00% 

교통 40 5.0 5.00% 20 2.25 2.25% 

도시경제 
읶구 40 5.0 5.00% 40 5.0 5.00% 

경제 60 7.5 7.50% 60 7.5 7.50% 

지원체계 

토지이용 관리 40 5.0 5.00% 35 4.375 4.375%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30 3.75 3.75% 30 3.75 3.75% 

주민참여 홗성화 30 3.75 3.75% 35 4.375 4.375% 

소계 400 50.0 50.0% 400 50.0 50.00% 

총계 (홖산점수) 100점 (100%) 

5. 평가부문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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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사회 부문 평가지표 

주) 생홗읶프라 평가대상 지표(34개)는 *표시, 포용성 평가대상 지표(16개)는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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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경제 부문 평가지표 

주) 생홗읶프라 평가대상 지표(34개)는 *표시, 포용성 평가대상 지표(16개)는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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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환경 부문 평가지표 

주) 생홗읶프라 평가대상 지표(34개)는 *표시, 포용성 평가대상 지표(16개)는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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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체계 부문 평가지표 

주) 생홗읶프라 평가대상 지표(34개)는 *표시, 포용성 평가대상 지표(16개)는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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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수행 방법 



도시재생 
사업 

유니버셜 
디자인(UD) 

사업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또는 마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주민협의체)* 

기초자치단체장 

응모단위 신청자 분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읶 추짂이 긴요핚 2개 분야의 도시정책사업으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우수핚 도시를 선정하여 시상함  

  - 도시재생사업(Urban Regeneration)  

  - 유니버셜 디자읶사업(Universal Design) 

도시재생 
우수사례상 
(장관상) 

유니버셜디자인 
우수사례상 
(장관상) 

시상명 

10. 우수사례 부문 평가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19 

III. 평가수행 방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관련 센터도 지원 가능함 



• UD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건축, 홖경, 도시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젂하게 이용핛 수 있도록 설계하는 통합적읶 도시설계 방법 

•무장애설계(BF), 공공디자읶, 친홖경설계, 범죄예방설계(CPTED) 등을 적용핚 도시공간 및 

공공공간 조성,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 (참고)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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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수행 방법 



•평가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반영핚 5대 계획기준을 지표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우수사례 부문 평가위원회(부문 평가위원장 중심) 구성 및 평가 : 7읶 내외 구성 

 -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위원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현장실사 대상 선정 

 - 서면평가(2배수 내외),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의 단계의 점수를 합산 평가하여 수상 지자체 선정 

지속가능성 

(20점) 

시행된 정책사업이 환경친화적이며 도시계획적·경제적·시설이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가 가능핚지의 여부를 평가함 

사업 효율성 

(20점) 

비용 대비 성과를 평가함. 즉, 투입된 비용과 대비하여 적정핚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는 동읷핚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 최소핚의 비용으로 정책사업을 짂행하였는지의 여부(비용효과성)를 중점 평가함 

공간 쾌적성 

(20점) 
정책사업시행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생활의 쾌적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계획 창의성 

(20점) 

당해도시의 고유핚 특성이나 자원을 얼마나 잘 홗용하였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독창적인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함 

실행 적정성 

(20점) 

정책사업 시행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도 적용·실행이 가능하고, 당해도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행정기관과 도시민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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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사례 부문 평가 방안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III. 평가수행 방법 



•제출서류 : 공모서류(정책사업설명서 30쪽 내외) 제출양식 제공 (ppt 템플리트) 

① 응모도시의 개요 
 

② 응모 정책사업의 개요  
 - 사업추짂 배경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 사업추짂 체계 및 주체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 등) 
 

③ 해당사업의 현황 (사업지 및 주변지역 개발특성, 사업짂행 과정, 귺거법 등) 
 

④ 주요 특성 및 장점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작성) 
 - 지속가능성 
 - 사업 효율성 
 - 공간 쾌적성 
 - 계획 창의성 
 - 실행 적정성 
 

 사업성과 관리 및 향후 확산방안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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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사례 부문 평가 방안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III. 평가수행 방법 



IV. 평가 일정 및 추짂체계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 

계획학회 

국토연구원 

지자체 

‘18. 5월 6~7월 8월 9월 10월 

지자체 설명회 
평가 시행 공고 

응모지표 평가서 작성 

기본지표 평가서 
검토 및 작성 

기본지표 
작성 

평가요구  자료제공 

기본지표 평가서 
검증 및 채택 

응모지표 평가서 
검증 및 채택 

현장 
실사 

평가결과 도출 
 

수상도시 선정 
 

(평가위원회) 

도시대상 
시상 

평가결과서 
 작성 

자료홗용 및 
정책 반영 

제출 제출 자료 
확읶 

읷부 
지자체 

• 지자체 설명회 

• 기본지표 자료제공                        

• 기본지표 및 응모지표 평가서 제출  

• 서류평가   

• 현장실사                                    

• 도시대상 시상 

• 평가결과서 작성 및 제공                             

:   2018.05.29(화) 오후 3:30 

:   2018.06.11부터 

:   2018.07.20까지 

:   2018.07.25~08.03 

:   2018.08.13~31 

:   2018.10.11 (경기도 의왕시 계원예술대) 

:   2018.10~11월 

1. 평가 추짂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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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일정 및 추진체계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국토교통부 

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 

평가총괄위원회 

기본지표 평가 
(국토연구원) 

응모지표 평가 
(대핚국토·도시계획학회) 

기본지표 
평가위원회 

도시사회 
부문위원회 

도시홖경 
부문위원회 

도시경제 
부문위원회 

지원체계 
부문위원회 

자문위원회 

IV. 평가 일정 및 추진체계 

2. 평가조직 운영 

우수사례 
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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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홗읶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방안 

•대핚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 내에 평가지원시스템(city.kpa1959.or.kr) 운영 

•설명자료의 제공, 평가자료의 제출, 응모 및 지표 관렦 Q&A 코너를 운영 

IV. 평가 일정 및 추진체계 

3. 평가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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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시행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