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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혁

오늘날의 충주는 시대와 역사를 달리하며 지명과 영역이 수시로 변하였으니, 삼국

시대 백제는 낭자곡성․낭자성․미을성으로 불렸고, 고구려는 국원, 신라는 국원소경으

로, 통일신라 때는 중원소경, 고려 때는 중주․충주․창화군․대원․국원경․예성으로

불리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주․유신현 등으로 불리었다

여기서 많은 시기에 거론된 국원(國原), 중원(中原), 중주(中州), 충주(忠州), 대원

(大原) 등의 지명은 충주가 지리적 또는 교통, 행정상으로 중심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보 제6호인 중앙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구석기시대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석기나 뼈 연모를 주된 생활도구로 하여 사냥과 식량 채집

으로 삶을 꾸리며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이 시대 주거형태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

된 동굴을 이용하거나 강가에 막집 등을 짓고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우리지역은 내륙을 관통하는 남한강이 흐르고 주변에 석회암 지대가 널리 발달되

어 동굴과 바위를 이용한 구석기 시대의 주거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유적으로는 사기리, 명오리, 금릉동, 용탄동, 조동 유적 등이 있으며, 특히, 남한강

주변의 유적과 연결된 동굴유적은 석기 제작과정과 문화 발달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

요한 유적으로 강을 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지역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인간생활의 시작부터 삶의 터전으

로 자리잡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신석기시대

기원전 5,000년경 고아시아족의 한 갈래가 시베리아, 북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이주

하면서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주민들은 물과 식량 자원이 풍부한 큰 강이나 바닷가에 정착하여 주로

수렵, 어로, 야생 식물의 채집을 생계수단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시기의 중요한 유물은

토기와 석기로서 신석기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조, 피 등의 곡물이 재배되고 돼

지 등 동물도 사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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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움집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강안대지에서 신석기

문화층이 발견되고 있으며, 유적은 동량면 조동리․지동리․하천리, 산척면 명서리 등

의 남한강 중류에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유적은 신석기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토기의 형태와 무늬에

서 중서부지방의 신석기 문화와 많은 공통성을 보이나 굵은 줄무늬 겹아가리 등의 남

해안 신석기 문화의 요소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3.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기원전 10세기경이 되면 시베리아, 요령 등지로부터 서로 갈래가 다른 주민들이

한반도에 이주하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민무늬토기 문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토기는 반달돌칼 등을 사용하면서 농경생활을 했던 북방 민족에 의해 만들

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이 당시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던 신석기 주민들을 몰아내

거나 동화시키면서 민무늬토기 문화를 전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충주지방의 선사시대 문화는 하나의 독립된

문화권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각 시

대의 문화유적이 그 주변지역과 맥을 같이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민무늬토기 문화를 살펴보면 깊은 바리․구멍무늬토기․골아가리토

기․붉은간토기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 계통의 문화가 북한강, 임진강 상류와 남

한강 중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북지방의 팽이형 토기 문화는 황해도․경기도의 연안지방과 해안지방인 예

성강, 임진강 하류, 강화도를 거쳐 역시 충주지방으로 흘러 왔다.

이러한 동북․서북지방 문화를 흡수해서 새롭게 변화된 경기도․충청도 지방의 민

무늬토기 문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형의 토기를 출현시키면서 중부 이남지방으로 전

파되었다.

충주지역에서 출토되는 각종 민무늬토기가 차지하는 학술적 가치는 남부지방으로

문화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문화의 지역적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적으로는 동량면 지동리․사기리․함암리․용교리, 금가면 월상리․오석리, 가금

면 장천리․탑평리 유적 등이 있으며, 출토 유물로는 붉은간토기․검은간토기․덧띠토

기․변형팽이토기․깊은바리형토기 등의 민무늬토기와 바퀴날토기․돌도끼․돌칼․화

살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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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충주지역의 선사문화는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강을 따라 교통이 열리고 인류가 살기 좋은 제반의 조건

을 갖추고 취락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충주가 가지

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삼국시대

우리고장 충주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삼한 중 마한의 일부였으나, 백제가 성장하여

근초고왕 5년(350년경) 백제의 영역으로 낭자곡성(娘子谷城)으로 불리다가 그 후 5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남하하여 오자 백제는 한강변에서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고구려는 중원지방을 석권하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는 국원성(國原城)이라 이름하고 남하정책의 기

념비인 충주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해 백제는 신라와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 세력을 한강유

역에서 물리치게 되었으며, 이 작전 중에 신라는 단양지역을 확보하고 단양적성비를

세워 새 영토의 주민들을 회유하였다.

신라는 이어서 백제가 수복한 한강 상류지역까지 빼앗아 전 한강유역을 확보하게

되어 중원지역은 자연스럽게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신라 진흥왕은 557

년에 국원에 소경을 설치하고, 다음해에 중앙, 즉 경주의 귀족자제와 6부의 부호들을

이주시켜 정치․군사․문화적으로 경주 다음 가는 부도(副都)로 삼았다.

또한 통일 후 현재 국보 제6호인 충주탑평리 칠층석탑(일명 “중앙탑”)을 세웠다.

이상과 같이 중원지역은 삼국이 번갈아 차지함으로써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는 특

성을 지니게 되어 독특한 중원문화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문화유산으로는 중앙탑, 충주

고구려비, 건흥오년명금동불광배, 누암리 고분군 등이 있다.

5. 고려시대

고려의 건국 주체세력은 신라의 지배력 약화를 틈타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호족들

로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은 충주유(劉)씨로 유긍달의 딸이 태조 왕건의 세번째 부

인이 되는 등 충주의 위상은 고려시대에도 중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지속되었다.

왕건은 나라를 건국한 후 전국의 주․부․군․현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중원을

충주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13세기에는 몽고군의 침입으로 의주와 개경이 함락되었는데, 고려는 일단 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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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맺고 돌려보냈으며, 이때 일부의 별동부대가 광주․충주․청주 등 여러 성을

공격하였는데, 오직 충주만은 충주성을 지키는 노군잡류별초에 의해 끝까지 항전하여

몽고군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5차 침입(1252)때는 처인성(용인)에서 살리타이를 사살한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재직하면서 몽고군과 70여 일 동안 혈전을 벌여 몽고군을 격퇴시키게 되

었다.

고종 42년(1255)에는 몽고병이 남쪽을 석권하고 다시 하늘재를 넘어 북으로 돌아

가는 길에 충주의 다인철소(지금의 이류면)의 사람들이 몽고군을 물리쳤다.

한편 충주지역은 남한강이 관통하고 있어 강을 이용한 조운이 성하던 곳으로 고려

시대에 13개 조창 가운데 이 지역에는 덕흥창(德興倉)이 있어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조운을 통하여 운반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일제시대까

지 계속되었다.

이 시대의 문화유적으로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미륵리 석굴사원, 문숭리의 숭

선사지․법경대사탑비, 송계의 사자빈신사지석탑,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등이 남아 있

다.

6. 조선시대

세종 31년(1449)에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충청도라 개칭하고 좌감사를 배치하였

으며, 세조 3년(1457) 충주진영이라 개칭하고 전국을 7도로 분할하여 충주영장으로 하

여금 단양, 영춘, 제천, 청풍, 괴산, 연풍, 음성, 청안 등 8군의 군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시 신립장군은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8천의 병사를 거느리

고 왜군과 대적 하였으나, 애석하게 패전하고 이후 내우외환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충원현 또는 충주목으로 불리어 왔다.

고종 33년 행정을 개편하고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충주목사를 폐하고 충주는 도청

소재지로 관찰사를 배치하여 충청도의 중심을 이루더니 도청 소재지로 된지 14년 만에

교통의 불편을 이유로 1908년(순종 2년) 도청을 청주로 이전하고 충주는 군청소재지로

써 군수를 배치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1913년 군․면 폐합으로 충주는 충주군 읍내면에 속하다가 1917년

충주면으로 개칭하고 1931년 5월에 지방제도의 개정에 의하여 충주읍으로 승격한 후

해방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일제 침략기에 우리지역의 항일 운동의 시작은 3월 11일 달천리 천주교인의 독립선

언서 낭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4월 1일 이희갑이 중심이 된 용원장터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20년대에

들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확산으로 대소원 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부 총괄 / 제1장 일반현황

13

7. 해방 이후

해방된 지 12년만인 1956년 7월 8일 충주읍은 충주시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원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조치에 의하여 괴산군 상모면

은 중원군으로, 1973년 7월 1일 이류면 하문리는 괴산군으로 신니면 광월리 일부는 음

성군으로, 1987년 1월 1일 제천군 한수면 사기리․명오리․서운리․포탄리․함암리․

호운리는 충주시 동량면으로, 1989년 1월 1일 산척면 원월리가 제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는 도농통합에 의하여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통합충주시가 발

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대 연대 연혁

상고 • BC 3~4세기 • 삼한 중 마한에 속함

삼국

및

통일
신라

• 근초고왕 5년, 350년 • 낭자곡성 (백제)

• 장수왕 63년, 475년 • 국원성 (고구려)

• 진흥왕 11년, 550년 • 국원성에 목설치 (신라)

• 진흥왕 18년, 557년 • 국원소경으로 개칭

• 신문왕 5년, 685년 • 중원소경으로 개칭(9주5소경)

• 경덕왕 16년, 757년 • 중원경으로 개칭(신라의 중앙)

고려

시대

• 태조 23년, 940년 • 중원을 충주부로 개칭

• 성종 12년, 983년 • 충주목으로 개칭

• 현종 9년, 1018년 • 8목중 충주목 설치

• 고종 41년, 1254년 • 국원경으로 승격

조선

시대

• 태조 4년, 1395년 • 충청도로 개칭(도 감영 설치)

• 세종 31년, 1449년 • 충청좌도․우도로 변경, 좌감사 배치

• 선조 35년, 1602년 • 충청도 감영을 공주로 이전

근대

현대

• 고종 33년, 1896년 • 충청북도 도청소재지가 됨

• 순종 2년, 1908년 • 도청을 청주로 이전 (군수배치)

• 1956. 7. 8.
• 충주군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

그 외 지역 중원군 (법률 제389호)

• 1995. 1. 1.
•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충주시 발족

(법률 제4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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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치

1. 지리적 위치

충주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와 충청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으로 괴산군과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경계를 이

루고 있다. 동남쪽으로 소맥산맥의 여맥인 계명산, 남산, 대림산, 월악산과 서쪽으로 국

망산, 북쪽으로 천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분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한강과 요도천이 충주시를 관통하여 예로부터 수운이 편리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내

륙분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2. 수리적 위치

충주는 위도상으로 볼 때,대개 북위 36°47′~ 37°12′을 차지한 중위도 지역으로

온대 계절풍 지대를 형성하여 사계의 구별이 뚜렷하고 한서의 차가 심한 기후로 계절

에 대한 감각과 한대, 열대 등 이질적인 풍토에도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 시켰다.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39′~ 128°08′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동서간의 중간지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같은 위도상의 도시는 평택, 단양 등이며, 같은 경도상의

도시는 원주, 진주 등이다.

<충주시의 사극(四極)>

시청 소재지 위치
경도 및 위도의 극점

지 명 극 점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번지
(금릉동 700)

동 극 수안보면 미륵리 동경 128°08′10″ 북위 36°49′45″

서 극 신니면 광월리 동경 127°39′10″ 북위 36°58′50″

남 극 수안보면 미륵리 동경 128°05′40″ 북위 36°47′40″

북 극 앙성면 단암리 동경 127°45′00″ 북위 3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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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본 현황

1. 현황(2019. 12. 31.기준)

m 인 구 : 216천명(95천세대)

m 면 적 : 984㎢(서울시의 1.6배)

m 행정구역 : 1읍 12면 12동

m 공 무 원 : 1,456명(정원)

m 시 의 회 : 의원 19명(3개 상임위)

m 예산규모 : 12,815억원

(일반회계 10,322억원, 특별회계 2,492억원)

* 재정자립도 14.72%

2. 지역특성과 잠재력

  

m 최적의 첨단산업 입지 여건

- 국토 중심부 위치, 전국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고속교통망

-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동충주산업단지․드림파크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

- 한국교통대․건국대 등 풍부한 인력

공급원과 산학연체제 구축

원주

제천

문경

단양

괴산

청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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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문화․관광․스포츠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레포츠 도시

- 충주고구려비 등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사문화유산 보유

- 온천 ․ 충주호 ․ 탄금호 ․ 월악산 등

천혜의자연경관과 관광자원

-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조정경기장 ․

골프장 ․ 세계무술공원 등

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m 쾌적하고 품격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

- 아름다운 산,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최적의 주거환경

- 풍경길 ․ 승마길 ․ 자전거길 ․ 생태

숲 ․ 생태공원 등을 고루 갖춘녹색도시

․ 충주사과 ․ 복숭아 ․ 밤 등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

3. 행정기구 및 정원

2019. 12. 31일 현재 본청에는 6국(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28과․2담당관․139팀, 보건소 3과․13팀, 농업기술센터

3과․10팀, 환경수자원본부 5과․24팀, 기타사업소 2소․5팀, 25개 읍면동, 의회 1국 3팀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총 정원은 1,396명으로 인구 216,070명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155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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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행정기구 (정원 1,396명/ 2019. 12 .31. 현재)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국 과 팀 국 팀
보
건
소

농업
기술
센터

환경
수자원
본부

기타
사업소

계 읍 면 동

6
28과

2담당관
139 1 3

3과

13팀

3과

10팀

5과

24팀

2소

5팀

25

81팀

1읍

4팀

12면

51팀

12동

26팀
  

   ※ 6국(의회) 2직속 1본부 / 2담당관(홍보,감사), 39과 2소 25읍면동 / 275팀

m 정원

구 분 합계

정

무

직

일반직 별

정

직

연

구

직

지

도

직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1,396 1 1,352 1 9 68 373 391 320 188 2 2 6 35

본

청

소계 680 1 676 1 7 33 211 211 148 65 2 1

본청 661 1 657 1 6 31 206 207 142 64 2 1

의회 19 19 1 2 5 4 6 1

보건소 116 116 1 3 31 34 41 5 1

기술센터 48 10 3 4 2 1 3 35

사업소 178 176 1 7 48 48 47 25 2

읍면동 374 374 25 83 95 80 91

4. 재정

2019년 충주시 최종예산 규모는 1,281,53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32,266백만원,

특별회계가 249,270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규모에 비해 123,012백만원

늘어났다.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1,158,524 100.00 1,281,536 100.00 증 123,012

일반회계 986,030 85.11 1,032,266 80.55 증 46,236

특별회계 172,494 14.89 249,270 19.45 증 76,776

¦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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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9년 예산규모

• 일반회계

2019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32,266백만원으로 자체수입 159,898백만원, 의존수입

817,996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54,371백만원, 재정자립도는 15.49%이다.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61,42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118백만원, 교육 12,620백만원, 문

화 및 관광 79,086백만원, 환경보호 61,764백만원, 사회복지 293,374백만원, 보건 17,550백

만원, 농림해양수산 107,79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28,964백만원, 수송 및 교통 103,36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1,31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126,899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세입 세출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보전수입 등

159,898백만원

123,950백만원

35,948백만원

817,996백만원

440,173백만원

36,794백만원

341,029백만원

54,371백만원

• 인건비

• 물건비

• 경상이전

• 자본지출

• 융자 및 출자

• 보전재원

• 내부거래

• 예비비 및 기타

111,429백만원

59,874백만원

415,784백만원

355,297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79,704백만원

10,178백만원

재정자립도 15.49%

¦ 세입 • 세출 현황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9,270백만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172,494백만원

대비76,776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도시
교통

농업
안정

의료
급여

온천수
관리

농공
지구

산업
단지

수질
개선

기반
시설

기업
도시

249,270 57,380 51,614 77,258 6,162 10,364 770 689 1,234 7,366 17,260 274 18,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