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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  주요성과





충주 발전의
기틀과 도약의
발판 마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18. 11월)

1.8㎢, 드림파크, 메가폴리스, 첨단, 중원  (4개산업단지)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지정 (`18. 8월)

정밀의료산업, 2018년 2026년, 3,586억원, 2.5㎢ 

체계적인 신산업단지 조성
- 제5산업단지(2018년  준공),  동충주산업단지(1.4㎢),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1.89㎢)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를 향한 빈틈없는 준비

도시성장의 원동력, 고속교통망 확충과 도로정비

2018년  시정  주요성과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도로개설(42개소, 26.97㎞) 

충주 하이패스IC 설치, 노은 · 북충주IC간 국지도 확포장

동량대교 가설,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 

우량기업(29개), 투자유치(9,100억원), 일자리 창출(3,100명)

2019년 정부예산 확보 : 117건 5,973억원 (전년도 대비 6% 증액)



다수 시민의
혜택과 사회적
약자 배려

아동과 여성 삶의 질 향상

- 육아종합지원센터(무술공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노인복지관 증축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12개)

-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 (32개사업), 장애인(7개사업)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도내 최초 인생디자인학교, 장애인 평생학습(6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로(자전거 체험, 진로 체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
시설 증대

도시가스 확대공급 
- 동지역(92.3%→95.8%), 읍면지역(17.4%→30.3%)

주차장 조성 확대 (18개소, 911면)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91.6%), 하수도(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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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테마
중심의 문화
스포츠 · 관광
활성화

충주체험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18. 4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

 누리야시장, 수안보온천 족욕길, 
 탄금호 중계도로 및 수안보 휴탐방로 야간조명

우수한 체육인프라 활용, 대규모 체육대회 성공

2018 양대 소년체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국제무예연무대회
아시아주니어 및 아시아컵조정대회

농산물 유통(584억원),  농특산물 직거래(85억원)

충주호수축제 성료, 명사동행 충주 풍경길 축제

농업경쟁력
강화, 
잘사는 농촌

농협조합공동법인 출범 및 마케팅· 유통 활성화 

농산어촌개발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대규모 정부예산 확보 (229억원)

192농가 참여,  2019년 본격 출하
충주청정한우 오메가3 기능성 한우 양산체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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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정  운영방향



전국 228개 시군중
80개 소멸 위험지역

충북 11개 시군중

충주시
소멸주의 단계

소멸 위험성이 높은 도시

우리충주가 나아갈 방향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도약

산업과 경제기반 취약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

지방소멸시대 우리 충주는?

성

전국 228개 시군중전국 228개 시군중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증평)소멸주의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소멸위험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의 주역, 세대간 순환과 교류의 중심

충주시 인구변화

도시성장과 인구의 핵심은 청년층

충주의 미래, 핵심은 청년과 일자리

2013 2018

전체인구

211,383
215,837

2013 2018

0세~19세

42,674 36,249

-6,425

2013 2018

20세~39세

 51,734  49,337

2013 2018

40세~64세

81,182

2013 2018

65세~

32,525 38,138

-2,397 +5,598 +5,613

2013 2018

외국인

3,268 5,333

+ 2,065
86,780

 젊은 세대 확보  지방도시 과제

 최우선 해야할 일은?

 우리 아들·딸들의  정착,  우수한  젊은  인재 유입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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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  회

+4,454



 1조 5천억원 투자,  3,000명 고용(수소연료전지 연간 4만기 생산)

충주 현대모비스 : 수소경제사회의 중점 전략기지

고소득 안정성 워라밸
Work-Life Balance

NT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나노기술
 IT

정보기술
 BT

바이오기술

경제적 파급효과(9조8천억원),  고용유발(34,000명)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대기업, 우량기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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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어떻게 만들것인가?

규모있는  산업단지  조성



 충주의 새로운 전기와 국면
 국가혁신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

중부내륙권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불가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치열한 경쟁

 인구, 일자리, 기업유치
충주 청주, 원주, 음성

진천, 제천

수소전기자동차 핵심부품
바이오헬스산업

 현 정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범세계적인 신 블루오션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 독보적 경쟁력 확보 가능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충주 도약, 절호의 기회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왜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인가?



2019년 충주시 예산규모 및 운영 방향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예산규모 : 9,338억원

7.19%
2018년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7.966억원

1.342억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495

140

101
609

1,155

2,695

1,024

165

158

620

642

131
1,403

5.3%

1.5%
1.1%

6.5%

12.4%

28.9%

1.8%

10.9%

1.7%

6.6%

6.9%

1.4%
15.0%

분야 예산액(억원) 구성비

공공질서 및 안전 140 1.5%

문화 및 관광 609 6.5%

사회복지 2,695 28.9%

예비비 131 1.4%

수송 및 교통 620 6.6%

농림해양수산 1,02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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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의 도약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창출Ⅰ 



신산업 기반 
확충

국가혁신클러스터 (2018년 11월 지정고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 전략
 1.8㎢, 드림파크, 메가폴리스, 첨단, 중원 4개산업단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1.9㎢, 2,975억원
 수소전기자동차부품클러스터 → 광역클러스터(충주-원주-제천)
 One-Stop지원센터, 수소차충전소, 기업지원

동충주산업단지

 1.4㎢, 2,113억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배후지원, 전기, 전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19년 시정운영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신산업 기반 
확충

대통령 공약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2.5㎢, 국가산업단지 조성, 바이오지원센터 건립

정밀의료산업, ICT와 바이오헬스 기반, 공동R&D, 네트워크 구축

유전체산업, 빅데이터산업 체외진단산업

2019년 시정운영계획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신 철도시대, 새로운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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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교통망 구축 (국토중앙, 동서남북 관통)
  도시    구

충  도 설

도 도

주  도  충
 차질없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충북선 고속화사업 조기 완공
 중부내륙지역과 수도권 연결, 도시성장 연계 효과 창출

 고속국도 연결도로망

 충주 하이패스IC, 노은 북충주IC간 국지도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충주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직동발티 재오개도로
   안림 도시계획도로, 동부외곽 순환도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건설



 도시공간의 합리적 조정과 발전방향 반영

도시와 인구 성장을 위한 준비

 도시공간의 합리적 조정과 발전방향 반영

도시와 인구 성장을 위한 준비

2025
충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충주역
서측지역

계획적 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9년 시정운영계획



농가소득 증대,  잘 사는 농촌 만들기Ⅱ 



충주만의 명품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

 고소득 특화작물 집중 육성(딸기, 고구마, 방울토마토, 쌈채, 화훼)

 6차 산업분야 적극 육성 ⇒ 생산, 가공, 유통, 체험 통합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사업 본격화(고품질 웰빙 소고기 출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활성화

 통합 유통과 판매, 생산자 조직관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산물 판로확대 → 농가소득 증대

  원예농산물 취급액 : 588억원(2019년)→734억원(2022년)

  대형유통, 직거래 출하율 : 19%(2019년)→25%(2022년)

2019년 시정운영계획

명품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

충주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2019년 시정운영계획

고소득
특화작물
집중 육성

딸기

고구마

쌈채

화훼

방울토마토



맞춤형 농업교육, 기술, 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스마트영농과 첨단기술 확산

 첨단, 정밀농업 교육 강화, 농기계, 농업인력 지원 확대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

-하이베드/행잉베드(딸기), 무균묘(고구마,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벼, 사과, 복숭아, 딸기)

2019년 시정운영계획

농업지원 강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Smart Agriculture 
Advanced Technology



시민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도시 구현Ⅲ



아동청소년센터,  서충주신도시도서관,  기상과학관,  반려동물놀이터

시민 체감형
복지시책과
생활SOC
확대

자유로운 놀이와 학습 공간 확대

평생학습관(분관) 건립,  인생디자인학교,  성인문해학교,  인문특화프로그램

평생 배움의 기회 확대 → 삶의 가치 향상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공감놀이터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여성친화도시 정착

평생 배움이 있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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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통합의학센터,  동부노인복지관,  건강복지타운,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보행기 지원,  세대공감문화축제시민 체감형

복지시책과
생활SOC 확대

안정적인 노후와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임차콜택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온정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장애인 이동 및 체육활동 지원

- 건강증진사업 확대(4회→8회), 세대공감문화축제

다양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확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장애 자립생활 프로그램
-장애인  비장애인  간  학습격차 해소

자립생활 프로그램 강화 (소득연계 직업, 자격증 교육)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주차난 해소 - 주차공간 확충

-소공원 지하주차장(120면) / 공영주차장(2개소 340면)
-도심주차장(5개소 135면)  / 노상주차장(106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 : 11억원, 5개동 884세대

시민의 먹는물 개선 : 충주정수장 통합 노후시설 개량사업

시민 체감형
복지시책과
생활SOC 확대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 확충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4대, 수소충전소 1개소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도시재생사업 : 총 499억원(국비 281억원)
 성내성서동, 지현동, 문화동

 선도시장육성(자유·무학), 문화관광형시장사업(중앙어울림)

 충주 중심, 충북, 충남, 수도권, 강원, 경북 반경 110㎞ 구조활동

충주사랑상품권 발행(3.8억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 충주시민(전체),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시설지원(연 1800가구)

CCTV 비상벨시스템 고도화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충청·강원권 119 특수구조대 준공

청년지원센터 운영(청년상인, 여성창업지원, 창업아카데미)

전통시장 활성화

활기띠는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대비 시민안전망 구축

사

전



삶의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여유
역사, 문화, 스포츠, 관광도시 건설Ⅳ



국립충주박물관, 충주사고지 복원

권태응 생가복원 및 문학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살아 숨쉬는 역사 ·  문화 · 예술 공간 마련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서충주신도시)

유소년 축구장,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어린이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서충주, 목행, 북부), 도시 바람길숲 조성

건강과 여유, 체육 ·  여가시설 확충

충주사고지 복원

2019년 시정운영계획

국립충주박물관 

충주예술의전당

충주사고지 복원

국립충주박물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25개국, 500여명)

 전국생활체육대축전(17개시도, 60,000여명)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100개국 4,000여명)

우수한 시설과 역량, 스포츠 일품도시2019년 시정운영계획

2019 
CHUNGJU WORLD MARTIAL ARTS FESTIVAL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와 축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충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큰 파급효과



 전철시대와 고속교통망 확충 ⇒ 신규 관광수요 급증
중부내륙권 관광거점으로의 새로운 도약

 체험관광센터 활성화 ⇒ 체험테마관광의 중심도시
 관광코디네이터           체험 관광 원스톱서비스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20만m²)
 유기농 주제, 교육, 체험, 숙식, 놀이 등 복합공간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관광지 재생프로젝트 (수안보 와이키키, 스키장, 한국코타)
 투자자 발굴과 전폭적인 지원, 관광효과가 큰 사업 선도적 투자

새 시대 관광산업의 변화와 대응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소통·공감의 행정 구현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원칙과 상식(페어플레이)

 시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행정

공정 원칙
-삶의 현장속으로  ⇒  시민의 참뜻

- 반칙, 편법, 청탁 단호히 배격  

- 다수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린마음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충주시가 이끌어 갑니다. 2019 충주시 시정운영계획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