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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정보고

충주번영과 시민행복 실현



보 고 순 서

충주의 과거-현재-미래

2019, 10대 핵심성과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2020 충주시 시정보고

충주의 과거 - 현재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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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 신도시 조성 + 기업유치 기반 + 우량 일자리 창출 + 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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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도시, 젊은 도시, 중부내륙 신산업 도시 충주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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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우량기업 1조 7,895억원 투자 유치1

2020 충주시 시정보고

2019, 10대 핵심성과

우량기업

우량기업

2,500
억원

투자규모

2,200
명

일자리창출

300
여개

협력업체

57개 1조 7,895
억원

투자유치

3,271
명

일자리창출



❶  수송기계 전자파 연구

현대모비스 제2공장 준공, 수소연구소 3종 유치2

2019, 10대 핵심성과

현대모비스가 충주에서 성장·발전
토록 투자기반 지원

수소연구소 3종 유치

수소차 부품 등 전자파 시험평가

❷  이동식충전 연구

한국형 이동식 수소충전소 표준모델 개발

❸  융복합충전 연구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추출 및 차량 충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확정
 / 동충주 산업단지 착공

3

2019, 10대 핵심성과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24만㎡ 생산유발 2,968억 원 일자리 2,000명

2019. 11월 예타 현장조사 완료, 2023년 착공

동충주 산업단지

140만㎡ 생산유발 3,567억 원 일자리 1,600명

보상 중, 2022년 완공



국립충주박물관 유치4

2019, 10대 핵심성과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반영

394억원

2020~2026

9,600㎡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부지 내



채무 0원, 당초예산 1조원 돌파, 정부예산 최대 확보5

2019, 10대 핵심성과

정부예산 전년 대비 494억원 증가

대규모 사업·생활SOC 투자

6,467
억원

수입 지출



정부 생활 SOC 공모 선정6

2019, 10대 핵심성과

공설운동장 부지 복합체육센터

2020년 설계공모,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

1층 수영장 

3층 헬스장

4층 체육관

지하 주차장 120면

2층 주민건강센터, 
육아공동나눔터,
작은도서관,
청소년복합놀이터

274억원, 6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7

2019, 10대 핵심성과

수안보면
- 302억원, 온천리 일원 23만㎡

- 2020년 착공, 2024년 완공

·웰니스 온천, 먹는식물원, 채소식당  

·관동천 특화 가로 조성 

·공유하우스, 테마형 온천장 등

교현안림동
- 92.5억원, 5만㎡

-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

·커뮤니티 광장조성, 동산공원화

· 안심골목·생활악취 개선, 
   노후주택 채움사업 등



건강복지타운 준공8

2019, 10대 핵심성과

건강·복지 복합서비스

주변 상권 활성화

300억원, 14천㎡, 2019. 12월 준공

·보건소

·복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경로식당,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민소통공간‘충주톡’1만명 돌파9

2019, 10대 핵심성과

충주톡 충TV

가입자 1만명 돌파
생활정보 시민 휴대폰 전송

구독자 7만 5천명
충주시 인지도 기초지자체 전국 1위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10

2019, 10대 핵심성과

관람객
15만명

20개
종목

4,109명
참가107개국



2020 충주시 시정보고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신성장 산업기반 확대, 고속교통망 확충1

산업기반  고속교통망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2,000명]

바이오헬스

동충주 산업단지
[일자리 1,600명]

수소경제

드림파크,
법현 산업단지[일자리 3,700명]

수송기계

금가역 중심의
물류기지

물류거점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충주-원주 간 철도 건설

금가~동충주산단 간 지선
연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역 간 연결 도로

금가신호장을 동충주역으로
기능확대

※ 조성예정 산업단지 8개, 일자리 8천명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도시의 품격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2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도시경관 시민 휴식·여가 공간 편리한 생활환경

마을, 통학, 통근버스가족공원

시민의 숲

도시경관 조성 

복합체육센터

주차장

동부노인복지관

도심침수 예방

성내·성서
[182억 원, 2016~2020]

지현
[167억 원, 2018~2021]

문화
[150억 원, 2019~2022]

수안보
[302억 원, 2020~2024]

교현안림
[92억 원, 2020~2022]

경관 수목 식재

야간 경관 조명

수안보생태공원,
공설운동장,중앙탑공원, 
호암택지, 목계

호암근린공원
30만㎡, 450억원, 
2020년 토지보상,
2023년 조성완료[ [

[208억원, 2020~2022, 
 수영장, 주민건강센터 등]

공설운동장

[85억 원, 2019~2021, 
 수영장,생활문화센터 등]

서충주

어르신, 학생, 근로자
교통여건 개선

15개소, 1,100면, 119억원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인근
[199억원, 2019~2021, 5천㎡]

995억원

(연수천) 연수, 교현동
(충주천) 문화, 봉방동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지역 살림에 도움 되는 경제관광도시 조성3

5개 권역 거점관광지 조성
중앙탑, 세계무술공원, 목계, 수주팔봉, 삼탄~코타

관광자원 특화사업

금가 숯가마부지 달숯공원 조성
52억원,‘달과 숯’테마로 관광자원화

힐링·웰니스 테마관광
8억원, 충주-제천 연계, 건강+관광 결합 고부가가치 관광

충주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
1,100억원, 충주-제천-단양 순환형 연계 관광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한 해4

먼저 찾아가서 듣고, 보고, 확인

도움이 필요한 곳 발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변화

하는 적극행정



2020,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

2020 착공하는 대형사업 현황5

동부노인복지관 안림동 2021 준공 12,887㎡ 199억 원

금가숯가마부지 달숯공원 금가면 2021 준공  52억 원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중앙탑면 2022 준공 2,000㎡ 39억 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살미면 2022 준공 198,000㎡ 180억 원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호암동 2021 준공 3,760㎡ 134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영어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민건강센터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연수동 2̀020 준공 120면 50억 원

유소년 축구장 달천동 2̀021 준공 축구장 4면 78억 원

북부생활체육공원 엄정면 2021 준공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중앙탑면 2021 준공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안보 2021 준공  
·컨벤션센터·족구·배구·배드민턴

85억 원

110억 원

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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