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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 370개 기업 투자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2014~2021) 

-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모비스, 이연제약, 중원신소재, 동원홈푸드, 더블유스코프 등 

◦ 바이오헬스국가산단 예타통과 등 신규산업단지 순항중 

□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무환승 운행 적극 추진 

◦ 이천~충주구간 개통(KTX 운행), 시내구간(달천구간) 지중화 반영 

◦ 충주~이천~판교 환승없이 직통운행 추진중 (2023년 목표) 

□ 어려운 지역현안, 시원하게 해결 

◦ 코로나, 과수화상병, 수해복구 모범적 대응 

◦ 구 의료원(건강복지타운), 구 군청(공동주택), 충북선달천구간 개선 

◦ 농장악취(법현산단조성), 공장악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해결 

□ 소모성 예산 아껴 시민을 위해 사용 

◦ 지방채 280억원 조기상환 (빚없는 충주시) 

◦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사업 추진 (라바랜드, 봉방소공원 등) 

◦ 코로나 사각지대 핀셋지원 (초중고 긴급돌봄지원,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등) 

□ 복지·문화·휴식공간 대폭 확대 

◦ 어르신·장애인 공공일자리 희망자 100% 일자리 제공 

◦ 여성·아동친화도시,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시립노인요양원, 보훈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 국립 박물관 유치,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건강복지타운 조성 

◦ 녹색휴식 공간 확대 (연수자연마당 완공 / 시민의숲, 야현공원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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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변화와 발전

1  중부내륙권 경제중심도시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서충주신도시 조성,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 등 중부내륙권 경제중심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현대엘리베이터 유치 

    ▸2,500억 투자, 2,200명 일자리, 협력업체 300개

 ◦ 우량기업 370개, 투자유치 8조원,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

    ▸이연제약, 중원신소재, 동원홈푸드, 더블유스코프 등

 ◦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2021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대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기업도시)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2산단)

 신규산업단지 조성 (완성 18개, 추진중 13개)

 ◦ 제5산업단지 : 완공, 295천㎡, 575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입주

 ◦ 동충주산업단지 : 공정률 60%, 1,404천㎡, 2,151억원

 ◦ 바이오헬스국가산단 : 예타통과, 2,241천㎡, 5,662억원, 충주 최초 국가산단

 ◦ 드림파크, 비즈코어시티, 법현, 엄정, 금가, 스마트 등 신규산단 추진中

 미래를 위한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 수소산업 기반 조성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현대모비스 제2공장 증설 유치 

       ※ 수소차 핵심부품 수소스택 전국 유일 생산
    ▸수소충전소 2개 완료, 3개 추진중 (인구대비 전국 최다)

       - 완  료 : 연수충전소,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 추진중 : 이동식수소충전소, 충주휴게소 마산방향, 수소버스충전소 / 22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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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바이오헬스국가산단 추진중

    ▸지식산업센터 건립 확정,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추진중

 ◦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화 추진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건립중 (기업도시내, 미래차 부품의 전자파적응성 검사)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평가센터 확정 (FITI 시험연구원 충주분원)

 ◦ 승강기 산업 육성
    ▸현대엘리베이터 조기 정착 및 협력업체 유치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연구용역 

 ◦ 2차전지(전기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2차전지 우량기업 충주 소재 (천보, HL그린파워 등)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추진중 (기업도시내, 2023~2027)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 공동주택(주거) 

    ▸9개 단지 조성 완료, 1.5만명 입주 / 3개 단지 추가 조성 중

 ◦ 산업단지(일자리)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완성 및 100% 분양

    ▸신도시 인근 2,260천㎡ 추가 조성 중 (비즈코어시티, 드림파크, 법현)

 ◦ 공공기관(행정서비스) 

    ▸119센터, 우편취급국 설치, 지구대 설치 추진 중

 ◦ 교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2, 중학교2 개교 / 고등학교 23년 개교예정

 ◦ 문화시설 

    ▸생활체육공원, 서충주도서관 준공 

    ▸서충주국민체육센터(수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추진 중

 ◦ 공해해결 

    ▸악취농장→법현산단 조성 / 악취공장→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 교통여건 

    ▸고속시외버스 운행, 하이패스IC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 서충주와 충주도심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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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인프라 확대

국립 박물관 유치 성공, 종합스포츠타운 준공 및 대규모 체육시설 

일제히 착공, 탄금호 일원 관광개발과 민간투자 유치의 초석을 마련하여 

시민 생활속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충주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 국립박물관 유치 (무술공원내, 전시실·수장고·교육편의시설)

 ◦ 국제무예센터 건립 (무술공원내, 다목적홀·국제회의장·체험실 등)

 ◦ 음악창작소 운영 (구 여성회관, 스튜디오·소공연장·연습실 등)

 ◦ 문화재 복원 

    ▸식산은행 (충주 최초 등록문화재,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활용)

    ▸대림산 봉수대 (봉수대 복원 및 주차장 조성)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석실정비, 보존처리, 경관개선)

    ▸남산성 (남문지 발굴 복원)

 ◦ 지역 문화제 개최 (우륵문화제,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추진중▶

국립박물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권태응문학관,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 생활문화센터 분관(북부, 서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정비, 읍성 유적 복원

 건강 충주를 위한 생활체육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 생활체육공원 확대 

    ▸목행동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농구장 등)

    ▸달천강변 체육공원 (다목적 파크골프장, 주민체육시설, RC공원, 주민쉼터 등)

 ◦ 파크골프장 확대 (충주호 파크골프장 54홀 확대, 대소원면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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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금체육공원 리모델링 (세대 맞춤 체육시설, 놀이시설, 휴게공간 등)

 ◦ 충주체력인증센터 개설 (체력수준별 맞춤 운동처방)

 ◦ 전국단위 체육대회 성공개최 

    ▸ 2016 올림픽 조정아시아지역예선,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등 24개

    ▸ 2017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 2018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아시아조정선숙권대회,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중▶

충주복합체육센터,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탄금호조정실내훈련장,

유소년 축구장, 어린이체육공원, 전천후실내 론볼경기장, 

북부생활체육공원, 수안보 스포츠타운,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탄금호 일원 

   ▸탄금호 물놀이장 조성,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 (2-8인실 16개, 69명 수용규모)

   ▸야간경관조명 (중계도로, 마리나센터~그랜드스탠드~중앙탑공원, 우륵대교 등)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 선정
   ▸고구려수변테마마을 조성 (고구려비전시관 주변정비 완료, 수변데크길 조성)

   ▸무술공원 물놀이터 및 숲놀이터 조성

   ▸라바랜드 테마파크 조성 (실내키즈카페, 실외 놀이기구)

 ◦ 수안보 

   ▸족욕길 및 휴탐방로 조성 (족욕길 380m, 조산공원 탐방로 1km)

   ▸수안보 도시재생 (구 한전연수원 식물원 조성, 관동천 그린웨이 등)

   ▸와이키키 재개발 확정,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

 ◦ 앙  성 : 오대호아트팩토리 조성, 비내섬 충북 최초 습지보호지역 지정

 ◦ 체험관광센터 : 게스트하우스(마리나센터 활용), 체험관광코스 운영

 ◦ 축제 격년 개최를 통한 내실화 : 충주호수축제 / 세계무술축제

추진중▶
재오개 종합휴양레저타운, 심항산 출렁다리 및 아트폴리, 

계명산 케이블카 및 짚라인, 동량 건지 낙조마을, 

수안보 와이키키 재개발, 온천 전문호텔, 악어봉 탐방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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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조성

부족했던 세대별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했고, 시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긴급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대폭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2배 이상 확대 (8개소 → 19개소)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연면적 824㎡, 보육실·교사실·실외놀이터 등)

 ◦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 확대 (연수2, 용산, 중앙탑, 문화)

 ◦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 (안림중흥, 칠금부영1차)

 ◦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술공원내 1,509㎡, 도서관·보육실·육아상담, 부모교육 등)

 ◦ 관아골 동화관 (동화테마 전시체험·상영관·공연장 등)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면적 988.54㎡, 자료실·장난감대여·북카페·동아리실)

 ◦ 라바랜드 설치 (실내 키즈카페 및 실외 놀이기구, 22년 리모델링 완료)

 ◦ 아동청소년센터 숨&뜰 (연수동, 연습장·소공연장·책방·휴게실 등)

 ◦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전담팀 마련,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등)

 ◦ 어린이과학관 개관 (22. 3월~, 어린이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아동 성장발달센터, 청소년 실내 복합놀이시설

남부권 거점형 호암도서관, 호암동 행정복지센터 영어도서관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 어르신·장애인 공공일자리 희망자 100% 일자리 제공

 ◦ 보훈회관 신축 (지현동, 연면적 990㎡, 사무실·회의실·헬스장)

 ◦ 노인복지관 증축 (3층, 편의시설 및 주차장)

 ◦ 경로당 운영비 상향(월10→30만원),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어르신 보행기 지원

 ◦ 참전유공자수당(8만원→13만원), 보훈예우수당(8만원→13만원), 미망인수당(5만원→1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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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면적 5,841㎡, 수영장·체육관 등)

 ◦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 (20면 추가조성, 22.5월 준공)

 ◦ 장애친화 산부인과 조성 지원 (건국대병원, 장애친화 리모델링, 장비지원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족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확대 (9대 → 21대)

추진중▶ 동부노인복지관·시립노인요양원 추진중 / 장애인복지관 신축 검토중

 평생학습 우수도시 선정 (2015~2021)

 ◦ 평생학습과 신설 : 500여개 프로그램, 회원 2만명

 ◦ 행복교육도시 조성 : 초중고 71개교 교육경비 지원, 비전스쿨 등

 ◦ 평생학습관 본관 ⇒ 구 남한강 초등학교 부지로 이전 추진 (2024년 예정)

 시민 의료건강복지 향상

 ◦ 건강복지타운 조성 (구 의료원 부지)

    ▸보건동 (보건소)

    ▸복지동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충주시 가족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가족폭력상담소, 평생학습센터 등

 ◦ 당뇨교육센터 개소 (구 남학사, 당뇨측정 교육 등)

 ◦ 의료시설 확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수안보, 134병상, 한방양방 통합치료, 온천 치료 활용, 

                          종양외(내)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신경과 등)

    ▸여성암전문재활병원 유치 (구 H콘도 리모델링 / 관광지 미관개선 / 2022년 개원 예정)

 ◦ 코로나 위기 극복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도내 최초 감염병 관리과 신설, 전문선별진료소 건립)

    ▸긴급지원 39개 사업 1,374억원 (소상공인, 위기가구, 격리자, 운수종사자 등)

    ▸자체지원  8개 사업 140억원 (전국 최초 초중고생 긴급돌봄지원, 행사종사자,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등)

    ▸충주사랑상품권 2,300억원 확대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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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망, 간선도로망, 주차장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도시재생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및 악취 

문제 해결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

 ◦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이천~충주 개통 / 충주~이천~판교 직통운영 추진(23년목표))

    ▸충북선고속화사업 추진 (달천구간 철교 재가설, 고가도로 철거 확정)

    ▸동서고속도로 평택~충주~제천 구간 완공 (127.2km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구간 확장 (편도 4차로,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음성~충주~제천간, 교통대~충주역간 지선 확정)

 ◦ 간선도로망 확대 (연장 26.1km / 포장률 83%)  

    ▸주요 도로 완성 (동량대교,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안심마을, 노은~북충주IC 확포장, 

                     북충주IC~칠금간 도로, 금릉사거리~세계무술공원간 도로 등)

    ▸주요 도로 계획 (교통대~충주역 검단대교, 연수동~제5산단 연수터널,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안림도시계획도로, 직동 발티~재오개 도로개설 등)

    ▸정체 원도심 회전교차로 조성 (예성,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완성 / 부민삼거리 추진중)

 ◦ 도심주차장 대폭 확대 (35개소, 1,732면 완성 / 13개소, 1,151면 추진중)

    ▸완성주차장 : 칠금동, 연수동 1·2 주차전용건축물, 기업도시 주차장 등

    ▸계획주차장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충주역주거지 주차장, 

                  연수9호어린이공원 주차장, 교현동주거지 주차장 등

 ◦ 시민 교통편의 증진

    ▸통학버스(5개 노선 10대), 통학택시(34개조 112명 이용)

    ▸마을버스(9개 읍면  8대), 마을택시(10개읍면, 60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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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 8개소 1,286억원 투자 (준공예정 2, 추진중 5, 신규 1)

 ◦ 성내성서동 (2016~2022, 문화창업재생허브·청년플랫폼·청년가게 등)

 ◦ 지현동 (2018~2022, 어울림센터·커뮤니티시설·공영주차장 등)

 ◦ 문화동 (2019~2022, 어울림센터·커뮤니티쉼터·집수리정비사업 등)

 ◦ 달천동 (2020~2022, 행정복지센터·북카페·체육시설 등)

 ◦ 수안보면 (2020~2024, 플랜티움·복합행정시설·관동천그린웨이 조성 등)

 ◦ 교현안림동 (2020~2022, 어울림센터·동산공원·노후주택 정비 등)

 ◦ 앙성면 (2021~2023, 생활SOC시설 (스포츠센터 등 12개 시설))

 ◦ 봉방동 (2022~2025, 역세권 활성화(미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상수도 보급률 8.5% 향상 (85.76% → 94.30%)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55천톤, 정수장 전면개량, 추진중)

 ◦ 공공하수도 보급률 1.4% 향상 (92.20% → 93.60%)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5,000㎥/일)

 ◦ 도시가스 보급률 17% 향상 (62.6% → 80.2%)

    ▸123억원(보조금지원), 총연장 130km, 14,450세대

 ◦ 악취 · 소음 문제 해결
    ▸서충주신도시 (공장→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 농장→산업단지 조성)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산농가 15개소, 퇴비공장 2개소)

    ▸군소음피해보상 개시 (군소음 보상법 제정 지원)

 도심속에서 느끼는 자연 휴식공간 확충

 ◦ 명품 숲 조성

    ▸연수 자연마당 : 숲놀이터, 탐방로, 기상과학관
    ▸계명산 치유의 숲 : 숲길, 치유센터, 편의시설 등
    ▸시민의 숲 추진중 (호암지 인근 295,722㎡, 테마숲, 오솔길, 편의시설)
    ▸야현공원 추진중 (구공설운동장 잔디공원, 복합체육센터)

 ◦ 도시공원 확대
    ▸서충주 중앙공원 정비, 맘편한놀이터 조성(아동참여)
    ▸삼봉근린, 둔지근린, 가리공원, 소공원(봉방, 금가, 노은, 용탄)

 ◦ 녹색휴식공간 운영
    ▸행복숲체험원 운영 (문성휴양림, 산림휴양관)
    ▸봉황자연휴양림 개량 (숲속야영장 조성, 숙박동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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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유통구조 혁신, 농축산물 명품화, 농업기반 조성 등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551억원(2018) → 610억원(2019) → 608억원(2020) → 801억원(2021)

 ◦ 충주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30억원 달성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개발 (TV조선 농축산품 브랜드경영부문 대상 수상, 

      2020년 올해의 명품특산물 마케팅 대상, 우리동네 캐릭터 장려상)

    ▸충주씨샵 개설 1년 반만에 매출액 30억원 초과

 ◦ 고속도로 농산물 판매소 연평균 23억원 판매 

    ▸기존 : 충주휴게소 양평방향

    ▸추가 : 충주휴게소 마산방향,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 천등산휴게소 평택방향

 ◦ 농산물한마당 행사 개최

    ▸산재된 농산물 행사 통합, 판촉행사 위주로 전환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 쌀, 사과, 복숭아, 밤 등 전국적 명품 반열 ⇒ 브랜드화 성공

    ▸미소진 쌀 소비자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205~2017)

    ▸충주사과, 충주복숭아(하늘작) 국가브랜드 4년 연속 수상 (2017~2020)

 ◦ 충주 오메가 한우 대량생산 및 유통발판 마련

    ▸참여농가 확대 (218호, 13,605두)

    ▸오메가한우 전용TMR사료, 인공수정비 지원, 혈통등록, 출하장려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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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착공 (전국 2번째, 체험관, 생태공원 등 / 준공예정 2022.12.)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7개 지구, 234ha)

    ▸앙성 용포지구, 산척 송강지구, 노은 하남지구, 동량 장선지구

    ▸살미 공이지구, 동량 대모천건지지구, 앙성 능암지구

 ◦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5개소, 농기계 667대)

    ▸동량면, 대소원면, 용관동, 수안보면, 앙성면

 ◦ 커뮤니티 유통센터 건립 (1,010㎡, 커뮤니티센터, 농산물 유통시설)

 ◦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지원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주덕, 중앙탑, 대소원, 신니)

    ▸앙성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충주 앙성, 음성 감곡)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 농축산물 전염병 모범적 방제

    ▸과수화상병 (전국 최초 사전방제 행정명령, 손실보상금 400억원 확보, 대체작목 육성지원)

    ▸축산방역체계 운영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농업인 복지증진 6개 사업 추진 (농업인 안전보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등)

 살기 좋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3, 추진중 4)

    ▸완료 (앙성, 대소원, 신니) / 추진중 (동량, 산척, 수안보, 금가)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중 / 노은, 소태, 중앙탑, 금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중 / 동량 관암마을, 소태 복탄1리)

 ◦ 마을만들기 사업 (29개 마을 / 완료 15, 추진중 14)

 ◦ 귀농귀촌인 대폭 증가 (1,597명 → 3,904명)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중앙탑 친환경 귀농인 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청년농업인 지원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