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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 배경

□ (대외 환경) 선진국․개도국 등 대부분 국가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과정에 동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인 노력 

◦ 유엔은 매년 고위급정치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적 수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시에 국별 보고서*를 발표토록 하는 참여체계 구축

   * ‘30년까지 국가별 2~3회 참석 기회 부여, 연도별 참석 국가 수는 ‘16년 22개국 → ‘17년 43개국 

→ ‘18년 46개국 → ‘19년 47개국 → ‘20년 47개국 이며, 한국은 ‘16년 1차례 참석 

◦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등으로 2030년까지의 SDGs 달성 경고등

    ※ ‘19-’20년 당초 하락세 (8.2% → 7.7%)였던 국제빈곤율이 코로나19로 상승 (8.2% → 8.8%) 예상 (UN, 2020)

    ※ 코로나19에 의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아태지역 ‘20년 노동소득 감소율은 ’19년 대비 7.1% (UNESCAP, 2021)

□ (대내 환경) 우리나라는 혁신적 포용국정 운영을 위해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는 상황 

◦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통계를 구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지적(‘17~‘18년, ’20년)

◦ 유엔 SDGs 데이터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현황 점검하여 정책수립 지원 필요

< 참고: SDGs 개념과 구성 >

 ▶ (개념)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15.9, 유엔총회)한 정책목표로,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름

 ▶ (구성)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

 ▶ (비전)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 원칙

 ▶ (평가) 매년 장관급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개최, 4년 주기 
정상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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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은 SDGs 데이터 책임기관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SDGs

이행 점검을 적극 지원, 점검의 근거가 되는 국내 데이터 총괄 관리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은 데이터 부족 및 개도국의 낮은 통계역량으로 인해 SDGs 이행 현황 점검이 

어려움을 지적(‘16.~’20년), 이에 유엔통계위원회는 통계청 중심의 SDGs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17년)

① 유엔 SDGs 지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

정기적으로 SDGs 이행현황 점검 보고서 발간

    ※ ‘19년 기초보고서 → ’21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매년)

② 오픈 소스 플랫폼 기반의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 시작(’21.4.1.)

    ※  https: 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③ 지표 소관부처(24개)와 협력하여 유엔 및 국제기구에 자료 제공 중,

현재 231개 유엔 SDGs 지표 중 59% (136개) 이용 가능 (붙임1 참조)

< SDGs 17개 목표별 한국 데이터 가용률 (’20년 말 기준)> 

    ‣ 가용률 80% 이상 : 건강(목표3), 물(목표6), 에너지(목표7), 육상(목표15)

    ‣ 가용률 50% 미만 : 성평등(목표5), 도시(목표11), 기후변화(목표13), 평화(목표16) 

 Ⅱ. 추진 현황 



- 3 -

1  코로나19와 SDGs 주요 지표 변화 

□ (재난피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으로, 이는 2009~2019년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1,047명에 육박

   *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 코로나19 사망자 수, 2021.1.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 여 남 80세이상 70~79세 60~69세 50~59세 40~49세 30~39세

사망자
수 917 458 459 507 259 110 30 7 4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발생동향 

□ (실업률) 2002년부터 3%대였던 실업률이 2020년에 4.0%로 증가

◦ 성별 실업률은 전년대비 남자는 동일한데 반해 여자는 0.4%p 증가하여,

여자 실업률(4.0%)이 남자(3.9%)에 비해 높아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 실업률, 2000~2020 > 
                                                                                                    (단위: %)

구분 전체 여 남 2010

2000 4.4 3.6 5.0 3.9

2001 4.0 3.3 4.5 3.3

2002 3.3 2.7 3.6

2005 3.7 3.4 4.0

2010 3.7 3.3 4.0

2015 3.6 3.5 3.6

2019 3.8 3.6 3.9

2020 4.0 4.0 3.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Ⅲ. 유엔 SDGs 국내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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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물가지수)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특히 9월 13.5%, 10월 13.3% 급등 

□ (여객 및 화물 운송량)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의 영향으로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80.3%, 35.1% 감소 

        <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 증감률, 2019~2020 >            (단위: %)

출처: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 (미세먼지) 2020년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9년에 비해 낮아졌음

- 대체로 농도가 높은 1~5월 중심으로 보면, 미세먼지 범위는 2019년 

42~62㎍/㎥에서, 2020년 34~41㎍/㎥로 감소 

- 초미세먼지 범위는 2019년 20~39㎍/㎥에서 2020년은 18~26㎍/㎥로 감소

<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변화, 2015.1.~2020.5. >  
                                                                                                (단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월보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증감률, 2016~2020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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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이행 결과(건강과 복지, 일자리와 혁신, 성평등, 에너지와 폐기물, 생태계) 

 건강과 복지

□ (보건위기대응능력 및 의료자원) 2019년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역량은 97% 달성, 캐나다(99%)에 이어 룩셈부르크(97%)와 함께 상위권

- 공공병상 수는 2018년 기준 1.2개로 OECD 평균 3.1개의 절반 이하

         < OECD 국가의 국제보건규정(IHR) 핵심역량 평균, 2019 >              (단위: %)
                                                                                                

출처: WHO (WWW.extranet.who.int/e-spar)
주: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공중보건위기를 예방, 평가, 대응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으로, 
정책 및 재정, 식품안전, 보건서비스 제공, 검역, 위기소통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

             <OECD 국가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2018 >                        (단위: 명)

출처: OECD, Health Care Resources

□ (사회복지지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20.0% 보다 7.8%p 낮음 

      <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019 >         (단위: %, 명목 GDP 대비)

출처: OECD (stats.oecd.org) 

http://WWW.extranet.who.int/e-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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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와 혁신 

□ (취업자수) 전년 동월(11월) 대비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7.0%),
도소매업 (-4.6%) 취업자 수는 감소세였던 반면, 운수 및 창고업
(1.6%)은 택배 물량 급증 등으로 증가세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률, 2019~2020 >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재해) 2018년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5.09명으로, 터키
(7.52명, 2016년), 멕시코(7.46명, 2017년), 미국(5.24명, 2016년) 다음으로 높음

           < OECD 국가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 >          (단위: 명)

출처: ILO (http://ilostat.ilo.org)
주: 데이터 기준시점은 국가마다 다름. 2016년은 그리스, 리투아니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헝가리, 2017년은 멕시코, 호주, 2018년은 이스라엘, 일본, 칠레, 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5년 기준임

□ (연구개발비)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6%, 2012년부터

세계 2위 수준 유지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00~2019 >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19

이스라엘(1위) 3.9 4.0 3.9 4.3 4.9

한국 2.1 2.5 3.3 4.0 4.6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 7 -

 성평등 

□ (여성 의원 및 관리자) 정치․경제 영역에서 여성 의사결정권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가운데, 지방의원은 중간정도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3%(‘20.1월 기준), 지방의원 28.3%(‘18년 기준) 관리자 14.5%(’18년 기준)

   ※ 최근 국내 자료 반영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9.0%(‘20.4월),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7%(‘20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지방의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단위: %)  

 출처: IPU, UNWOMEN, UNSD 순, 여성관리자 비율은 국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 (차별경험) 2019년 차별을 경험한 이유 중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가 13.9%로 높음

◦ 다음으로 나이의 많고 적음이 13.6%이며, 경제적 지위(10.3%), 고용형태

(7.8%), 학력(7.7%)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유별 차별 경험 비율, 2019 >
                                                                                                    (단위: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설문문항은 사유별로 ‘있다’ 또는 ‘없다 및 비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는‘있다’에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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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와 폐기물

□ (재생에너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4%에서 2019년 2.4%로

증가하였으나, OECD 37개국 중 한국은 2018년 기준 1.9%로 가장 낮음

         <OECD 국가의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18>          (단위: %)

  출처: OECD iLibrary, World Energy Balances  

□ (온실가스) 2018년 OECD 기준(한국은 2016년)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3개국 중 한국이 6번째(0.387달러)로 많음

     < OECD 국가의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18>       (단위: 달러)

출처: OECD (stats.oecd.org) 

□ (에너지 효율성) 2017년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GDP 당 6.39MJ로 OECD
37개국 중 3번째로 효율성이 낮은 편 

               < OECD 국가의 에너지 집약도, 2017 >                (단위: MJ/달러)

출처: IEA (unstats.un.org/unsd/energystat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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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2009~2019년) 간 35.5% 증가 

◦ 이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그 양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71.7%로 가장 급격히 증가 

                       < 폐기물 유형별 증가율, 2009~2019 >          (단위: 톤/일, %)

                                                                                                   

　 총 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2009 366,921 50,906 123,604 183,351  9,060

2019 497,238 57,961 202,619 221,102 15,556
증가율    35.5   13.9    63.9    20.6   71.7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태계 

□ (산림면적) 2015~2020년 간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은–0.16%로,
OECD 37개국 중 한국 포함 9개국에서 산림면적 감소 

< OECD 국가의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 2015~2020 >
(단위: %)

출처: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ㅇ (통합물관리) 2020년 한국의 통합물관리(IWRM) 이행 달성도는 76%로 
세계 평균 54%에 비해 높으나, OECD 36개국 중 23위 수준임

            < OECD 국가의 통합물관리 평가, 2020 >                   (단위: %)

출처: sdg6data.org/indicator/6.5.1
주: IWRM(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란 수자원의 경제·사회·환경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것으로, 시행환경(enabling environment)·시행기관(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관리도구
(management instrument)·재정(financing)의 네 가지 측면에 관해 32개 지표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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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소스 플랫폼을 활용한 SDGs 데이터 서비스 추진 

◦ (개발 경과) 오픈 소스 플랫폼 개발(’19.12월) →구조와 기능 고도화(‘20.6월)

→ 154개 지표 데이터 및 설명자료 구축 및 수록 →서비스 (‘21.4.1.)

◦ (주요 특징) 개방 및 공유,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 고려한포용성 및 접근성

‣개방·공유 오픈 액세스 통해 플랫폼 내 콘텐츠를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수정, 공유 가능 

‣포용성 취약계층 포함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 

‣접근성 장애인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 

【첫 화면】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설계】 
 

                                                        
            

【이해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사용성 고려한 데이터 제공 】

 Ⅳ.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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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향후 계획 및 부처 협력요청

1   SDGs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통한 내실화 

□ (거버넌스) 소관부처 ⇔ 통계청 ⇔ 국제기구 간 일원화된 의사소통 체계를 

구비하여 국내외 요청 시 적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SDGs 지표 소관 24개 부처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제도화 필요 

    ※  ➀부처별 SDGs 업무 체감도 상이, ➁업무 담당자 불분명 및 인사이동으로 지속적 업무 

협력 한계, ➂기존 국제 업무와의 중복 등으로 관리 누락 발생 소지 

□ (부처역할) 부처는 SDGs 데이터 제공을 업무로 지정하고, 국제기구 요청에 

통계청과 공동 대응 

‣ 지표소관부처 ➊ 국제기구 요청 데이터 제공과 국제기구 추정 한국 수치 검증,

➋ 플랫폼 데이터 정기 점검

‣ 통계청 ➊국내외 총괄 대응, ➋국제기구 자료 요청 및 제공 방법 등에 따른 

유형별 관리* ➌다부처 지표에 대한 총괄 자료 제공**

    * 기존 보고체계(국제기구↔소관부처)를 최대한 유지하되, 부담을 최소화하여 통계청 관리 

(ex 국제기구 직접 제공 시 통계청에 상황 공유) 

    ** 대응사례 : OECD 및 UN WOMEN의 ‘성평등 법적 체계 구비 여부 지표’ 데이터 요청 → 

여가부, 고용부, 선관위, 법무부, 복지부 5개 부처 협동으로 설문지 응답, 통계청은 국제기구

와 부처 간 의사소통 조정 및 최종결과 취합 제출 (’19.12.~20.7.) 

< SDGs 데이터 흐름도 > 

   <SDGs 데이터 국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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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 데이터 개선 개발 통한 가용률 제고 

□ (개선개발) SDGs 지표 중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30년까지 85%로 상향

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 

    ※ 비해당 지표 36개 제외한 최대 목표치로, 다수 국가가 향후 2-3년 이내 70% 이상 목표 제시

□ (부처역할) 데이터 미제공 지표에 대해 관계부처는 해당 통계의 생산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의 방법론 지원에 따라 협력 생산 추진

‣ 지표소관부처 ➊정책 고려한 통계 개선·개발 필요성 검토

➋관련 통계 개선 및 개발, 생산 추진 (붙임2, 3참조)

‣ 통계청 ➊ 국내 데이터 가용 여부에 따른 세부 관리 방안 마련,

➋ SDGs 통계 개선 개발 계획 수립, ➌ 통계 시범생산 등 방법론 지원* 

    *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및 통계개발원 연구 

< SDGs 지표 유형별 관리방안 및 통계개선개발 영역 예 > 

 <부처협력 요청사항>

 ‣ 통계청은 SDGs 지표별 담당자 현황 및 통계 개선 개발 필요 지표를 ’21.5월경 공문 발송 예정

 ‣ 부처는 지표별 담당자 정보 현행화 및 부처 내 책임연락관을 지정,하고, 개선 개발 필요 지표에 대해 검토 

(개발 가능성 및 시기 등) 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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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SDGs 17개 목표별 가용 지표 수 현황 

17개 목표 지표수 가용지표수 가용률 

빈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3  8 61.5%

식량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4  9 64.3%

건강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8 24 85.7%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12  6 50.0%

성평등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14  4 28.6%

물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1  9 81.8%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6  5 83.3%

고용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6  9 56.3%

산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2  9 75.0%

불평등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4  8 57.1%

도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4  5 35.7%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3  7 53.8%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8  3 37.5%

해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0  5 50.0%

육상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4 12 85.7%

평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24 10 41.7%

협력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4 13 54.2%

전체 지표수 (중복 지표 제외) 231 13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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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부처별 소관 지표 현황 (’20년 말 기준) 

*주1: 통계청 통계개발원 설문조사(’20.5.~6.)와 지표 연관 정책 등 고려하여 소관여부 결정

*주2: 국제기구 자체 모니터링 지표, 소관부처 미정 등으로 인해 전체 지표수 (231개)와 일치하지 않음 

*주3: 데이터 가용 지표수에는 이미 국제기구에 제공하였으나, 유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음

부처 소관 지표수 데이터 가용 지표수 가용률 

환경부 25 18 72.0

보건복지부 22 18 81.8

통계청 16 10 62.5

교육부 10 5 50.0

국무조정실 10 5 50.0

질병관리청 10 8 80.0

고용노동부 9 5 55.6

해양수산부 9 4 44.4

국토교통부 8 0 0.0

산업통상자원부 7 7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7 100

한국은행 6 6 100

여성가족부 5 2 40.0

산림청 5 5 100.0

행정안전부 4 4 100.0

법무부 4 2 50.0

외교부 3 2 66.7

국가인권위원회 3 1 33.3

농림축산식품부 3 2 66.7

문화체육관광부 2 0 0.0

농촌진흥청 2 2 100.0

기획재정부 1 0 0.0

문화재청 1 0 0.0

조달청 1 0 0.0

다부처 (통계청 관리) 19 9 47.4 

합계 192 12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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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통계 개선 개발 (~25년) 필요 지표 후보군 (23개) 

* 주1: 25년까지 75% 달성을 위해서는 위 지표 외에 비계량지표(국가 정책 및 제도 구비 여부 등에 관한 국제

기구 설문)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필요 

* 주2: 통계청 공동참여는 통계청 생산 통계가 활용되거나 현재 통계개발원 연구가 진행된 부분을 의미함 

부처 지표 비고

국토교통부 
(6개)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통계청 공동 참여

빈민가, 임시거처,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통계청 공동 참여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통계청 공동 참여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모율 비 통계청 공동 참여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별) 통계청 공동 참여

여성가족부 
(3개)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 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
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 

-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
(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통계청 공동 참여

보건복지부
(2개)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 비율 -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

교육부 
(2개)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2020년 신규지표

(i) 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

문화체육관광부
(2개)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문화관광 위성계정
개발 중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환경부
(2개)

식량폐기지수 -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고용노동부 
(1개)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통계청 공동 참여

질병관리청
(1개)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

다부처 및 미정
(통계청, 4개)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성장률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
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