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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성장 흐름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기업유치, 인구늘리기)

충주발전
기틀 조성

산업화01 도시화02

경제규모 확대03

쉼없이 달려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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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외투기업 유치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파트 공급 인구확대
- 10.8㎢(기업도시 7.0, 첨단 2.0, 메가 1.8)  ※ 36,000명(11,259세대)

- 산업용지 100% 분양 완료(미원SC, 현대모비스, 롯데칠성음료, 코오롱생명공학 등)

- 아파트 6개 단지(6,140세대) 착공 및 분양 등 공동주택 건립 활기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충주메가폴리스 단지조성 완료(2016. 6. 22), 산업용지 분양률(입주예정 포함) 76.6%

- 더블유스코프(외투기업) : 3,220억원 투자 / 650명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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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북부산업단지 공영개발

충북도와의 정책공조 공영개발(충주시, 충북개발공사)

분양가 하락 우량기업 유치 발판

2014~2020년 /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 / 2011천㎡ / 3,1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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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난항을 겪던 경제자유구역 정상화

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2013. 2월 지정고시 사업추진 불투명
금년 6.10 개발계획 변경 승인

2013~2020년 / 중앙탑면 일원 / 2,332천㎡ / 3,864억원 / 수용인구 7,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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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5산업단지 조성

도심배후지역 산업용지 확보 필요 발빠른 행보(문화재 발굴조사)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1,800명 고용창출 / 5,400억원 경제파급효과 기대

2013~2017 / 용탄동 / 295천㎡ / 575억원 / 제조업 및 바이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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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권역별 관광개발로 맞춤형 관광 육성

- 라바랜드 : 2016. 4. 29 개장 / 세계무술공원 내 / 45억원 / 3,300㎡ / 휴일평균 3,000명
- 탄금호 유람선 : 2016~2017 / 목행동 ~ 조정경기장 / 43억원 / 노선연장 5.5km / 70인승
- 물놀이장 : 2013~2017 / 탄금호 일원 / 111억원 / 야영시설, 운동시설, 수상레포츠시설 등

탄금호 권역

- 물문화관 : 2018년 조성완료 / 132억원(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공동조성)
                 / 물레방아공원, 수변광장, 보조 여수로, 댐 전망대 
- 동량면 : 충주호 벚꽃축제,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
- 엄정면 : 목계별신제, 유채꽃단지 조성, 메밀꽃단지 조성

댐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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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권역별 관광개발로 맞춤형 관광 육성

- 와이키키 리조트 리뉴얼 착공 : 2016~2020 / 600억원 / 건축연면적 35,000㎡ / 객실 110실
- 수안보 온천길 조성 : 2016~2017 / 33억원 / 벚꽃 족욕길, 숲 산책로
- 스키장 인근 관광시설 유치 추진

수안보 권역

-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 2014~2016 / 관아길 충청감영 일원 / 20억원
                                            / 관아골 동화관, 상설공연장
- 도심재생사업 : 2016~2020 / 성서동·성내동 일원 212천㎡ / 200억원
                       / 중원문예청 조성, 보행친화환경 조성

시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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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정의 합리적 운영

1차년도

2차년도

민간보조금, 행사·축제성 비용 100억원 절감 라바랜드 조성, 봉방소공원, 주민숙원사업

경상경비, 행사비 130억원 절감 지방채 조기상환



전반기 시정주요성과
민선6기 제9대 충주시정 전반기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07 신규사업 확보, 지속적인 충주발전을 견인

국제무예센터

·2016~2018
·120억원
·세계무술공원 내
·건축면적 1,350㎡
·다목적홀, 연구실 및 체험장

국립기상과학관

·118억원
·연수동 동수공원 내
·2018년 완공

한국생산기술원
충북본부

·350억원
·기업도시
·2022년 완공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

·150억원
·한국교통대학교
·202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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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적한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

구)중원군청
아파트 건립

·18년째 흉물로 방치
·지역 최고층 주거시설로
   탈바꿈

충주문화원 정상화

·2년여 간 떠돌이 신세였던
   충주문화원 2015. 10월
   탄금대 문화원사 정착

구)충주의료원
건강복지타운 설립

·2016. 5. 27 소유권 이전
   (충북도→충주시)
·구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부내륙선철도
달천 구간 지중화

·6공구(충주역~살미역)
·시내 전구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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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도시 확대, 산업단지 확충으로 경제규모를 일관성 있게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습니다.

·외투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고소득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서충주 신도시 확장, 추가 산업단지(고속도로,철도 주변) 확충

·권역별(탄금호 권역, 댐 권역, 수안보 권역, 시내권역)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대



하반기 중점운영방향
민선6기 제9대 충주시정 전반기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02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규모 도심도로, 도심주차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

·소외지역에 문화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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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협치(協治)를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 전환·위탁하고 남은 인력은 신도시 활성화, 민원사각지대 등에 투입하여 행정력을 집중

·도지사,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

·청년, 여성, 아동 단체의 젊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시위원회 및 자문기구에발탁 또는 기구를 설치

·별도의 협치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단체별 문화사업, 읍면동별지역발전사업을 공모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세우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신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며

민선6기 제9대 하반기 시정도 변함 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