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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 (서울의 1.8배, 강원도 면적의 6.6%)

6담당관, 5국(35과), 2직속기관(9과), 6사업소, 1읍 9면 15동
정원 : 1,741명(본청ㆍ직속ㆍ사업소 1,315명, 읍면동 398명, 의회 28명)

도   로

하수도

상수도

주   택

1,254km(포장율 85%)

1,248.4㎞(보급률 95.3%)

1,194㎞(보급률 97.3%)

132,673호(보급률 107.8%)

1읍 9면 15동
731개 통리(통 521, 리 210) 3,984개 반

인구

면적

행정구역

조직인력

기반시설

126,685 세대

286,495 명 82.3%
65세 미만

235,886명

65세 이상남자 여자
17.7%

50,609명
50.6%

144,923명
49.4%

141,572명

기본현황

지역특성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
2012 ITX 춘천 운행, 제2 경춘국도(예타면제)
2024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예정)

수도권 1시간,
교통허브

품격 높은
문화도시

1인1예술 교육, 
춘천학 연구, 
문화시민 아카데미

김유정문학마을,
마임축제, 인형극제, 
막국수·닭갈비축제

일반현황

젊은
대학도시

6개 대학
(강원, 한림, 춘천교육, 
한림성심, 송곡, 한국폴리텍)

기업하기 좋은
환경

편리한 고속 교통망, 
저렴한 산업부지와 
물류비용, 풍부한 
용수 등

IT·CT·BT 인프라를 
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춘천시 일반현황 05

1,880(15.5)

[ 세 입 ]

지방세

443(3.6)

세외수입

4,071(33.5)

지방교부세

402(3.3)

조정교부금

4,546(37.3)

국도비보조

826(6.8)

( 단위 : 억원, % )

보전수입 등

1,264(10.4)

[ 세 출 ]

인건비

677(5.6)

물건비

6,917(56.9)

경상이전

2,627(21.6)

자본지출

33(0.3)

보전재원

569(4.7)

내부거래

81(0.7)

( 단위 : 억원, % )

예비비 등

일반회계 12,168 억원

[ 세 입 ]

515(19.2)

세외수입

715(26.8)

국도비보조

1,440(54.0)

( 단위 : 억원,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6(4.7)

[ 세 출 ]

인건비

215(8.1)

물건비

156(5.8)

경상이전

1,401(52.4)

자본지출

3(0.1)

융자 및 출자

694(26.0)

내부거래

79(2.9)

( 단위 : 억원, % )

예비비 등

특별회계 2,674억원

2021년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14,842

13,469

1,373

10.20%

12,168

10,942

1,226

11.21%

2,674

2,527

147

5.83%

총예산 14,842억원
(전년 대비 1,373억원 증가)

재정운영

부문별
재원배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

환경보호
11%

사회복지
36%

14,842억원
(2021년)

13,469
(2020년)

증 10.2%

보건 1%

농림
해양수산

7%

교육 1%
공공질서 및 안전 0.4%

문화 및
관광
6%

교통 및 물류
5%

국토 및
지역개발

10%

예비비
0.6%

기타
11%

일반
공공행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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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시정비전ㅣ 지속가능 도시에서 마주하는 시민 행복

ㅣ2대 핵심목표ㅣ 시민이 주인인 도시
(시민 주도성 확립)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세대 배려)

ㅣ10대 시정철학ㅣ ①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적 에너지가 동력인 도시

②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

③ 농업과 그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④ 문화와 예술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력ㆍ경제력이 되는 도시

⑤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세계제일 협동조합 도시

⑥ 에너지 자립, 대중교통, 자연 친화형의 지속가능 도시

⑦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⑧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

⑨ 통일을 준비하고, 안전ㆍ안심과 평화가 자원인 도시

⑩ 공동체 회복으로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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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선정한 시정부 10대 정책
투표기간 : 2020. 11. 16. ~ 2020. 11. 30. (총 37개 정책)

모든 시민에게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자체 시스템을 개발,
시 재난지원금을 신속ㆍ정확하게 지급

‘신나는 보육, 행복한 아이’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국내 유일의 SF 영화제
‘2020 춘천영화제’

SF(Safe&Futuristic)로 옷 갈아입는
춘천영화제의 변신

2050 1억그루
나무심기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위협받고 있는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기 위한 2050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

전국 최초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마을 자치 시대 개막,
사람을 잇다! 마을을 짓다!

춘천시민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개인사업자의 주민세ㆍ자동차세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평생학습,
춘천을 꽃피우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은
평생학습축제 성황리 개최

춘천이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라이프 실현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 & 춘천시민 자전거 보험 &
춘천시 자전거 재생센터

삼악산 로프웨이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국내 유일의 산ㆍ호수
케이블카 설치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2028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전기(수소) 저상버스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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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사자 주도 시정운영체계 정착

청년청 본격 활동
ㆍ청춘의회 운영(회의개최 64회)

ㆍ청년정책연구(10건)

ㆍ청년기자단 운영(23명, 110개 기사 작성)

지혜의 숲 설립
ㆍ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ㆍ재단법인 지혜의숲 설립(2020. 12월)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마련
ㆍ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20. 11월)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ㆍ장애인 당사자 50% 이상으로 구성

ㆍ장애인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4개 분야, 13개 중점과제 도출

전국 최초 마을자치지원센터 개소(2020. 7월)
ㆍ마을활력단 구성(52명), 의제발굴(11개)

법정 문화도시 선정
ㆍ5년간 국비 100억 확보, 최대 200억 규모 문화사업 진행

춘천마임축제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대상 수상

ㆍ춘천마임백씬 프로젝트, 100일 동안 344회의 공연ㆍ전시ㆍ체험

ㆍ코로나19 변화된 환경에 참신대응

02 명실상부 문화·예술도시 도약

2021 주요업무계획10

청년청

농업회의소 설명회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춘천마임축제 국무총리 표창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시민아카데미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0 모두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춘천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주최 주관

춘천 원도심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ㆍ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60억 확보(총사업비 120억)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결성
ㆍ기초지자체 최초 공모사업 선정, 국비 120억 확보(총사업비 200억)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시범운영(’20.12.)
ㆍ208개 가맹점 참여, 1,994건 회원 가입

지역화폐 춘천사랑상품권 활성화
ㆍ450억원 규모 발행(19년 대비 66% 증가)

ㆍ전자상품권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확대

03 코로나 극복, 춘천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춘천형 돌봄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선정
ㆍ국가 빈자리, 제도 사각지대 보완 

ㆍ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선정(2020. 7월)

ㆍ강원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2020. 9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
ㆍ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ㆍ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선정

ㆍ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ㆍ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2020. 11월)

ㆍ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2020. 11월)

ㆍ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아카데미, 여성안심귀갓길, 시민참여단, 춘천형 특화사업 발굴 등)

04 사회적 약자 예우, 진심복지 실현

2020년 주요성과 11

불러봄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시민아카데미

장애인지정책 수립 



2021년
중점사업

시민주권

시민주도성 깊이가 더해진
튼튼한 시민주권

지속가능

탄소 빼고, 쓰레기 줄이고
지속가능 푸른일상

자립
경제

춘천형 뉴딜이 어루러진
우리 안의 자원

진심돌봄

진심 나누고, 희망 나누고
춘천형 돌봄

“한층 더하기” “과감히 줄이기”

시민행복엔 끝이 없다
무한 행복도시

“지속가능 행복도시”

“즐겁게 어우러지기” “진심으로 나누기”



시민주권
도시

Ⅰ  시정의 시민주도성 확립

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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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ㆍhttps://spring.chuncheon.go.kr

ㆍ2020년 344건 제안접수, 13건 최종 채택

정책박람회 (온라인 수시, 오프라인 9월)
ㆍ시민과 함께 시민주도정책을 공유ㆍ평가하는 공론의 장

정책토론회(수시)
ㆍ숙의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구현 및 토론문화 조성

시정참여형 공론장 운영(1억원)02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10억원)03

lⅠl  시정의 시민주도성 확립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 관련 사항 심의·조정
ㆍ30명 / 3개분과(공론화, 제도개선, 참여)

시민주권위원회 운영01

마을자치형
숙의예산

시정참여형
숙의예산 +

공모사업
시 전체 발전 및 
문제해결 사업 

자치계획
미을단위 문제해결 위한

주민총회 발굴 사업



2021년 중점사업 15

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 정책 반영
ㆍ제안자 : 시민 누구나(국민신문고, 팩스, 우편 등)

ㆍ심사자 :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주권위원회(채택여부, 우수제안 수상자 선정)

시민이 심사하는 제안제도 운영(0.2억원)04

당사자 주도 시책 수립 지원05

농업회의소
ㆍ농업 현장 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구

ㆍ농업인의 아이디어 정책화, 농업의 미래 설계

청년청
ㆍ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청년 주도의 정책을 시정에 제안

(재)지혜의숲
ㆍ어르신들의 경험과 완숙된 지혜를 시정 전반에 자문

ㆍ어르신들의 인생 재설계 및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ㆍ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자문

농업회의소 청년청 지혜의숲



2021 주요업무계획16

마을활력단 운영: 마을자원조사 및 생활 및 SOC사업 발굴
ㆍ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 3~6명 구성 / 마을자원조사 및 생활 및 SOC사업 발굴

시민학교 운영
ㆍ4개 과정 /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환의 길 모색

삶, 관계, 성찰을 통한
삶의 전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그려보는 학교

시민이 제안하고 운영해
보는 교육과정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커뮤니티 리더 양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14.9억원)03

ㆍ주민자치 맞춤형(기초,심화) 교육 실시, 주민총회 진행 과정 밀착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ㆍ마을공동체 지원사업(25개소) 및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10개소) 

ㆍ사업비 및 컨설팅 교육 지원

lⅡl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력 강화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0.8억원)01

 (1차) 마을의제 제안 총회
4~5월

의제 발굴 위한 마을계획 숙의 과정

(2차) 마을의제 선정 총회
7월

마을계획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 전면 확대(0.4억원)02

 ※ 현재 12개소 읍·면·동 전환 완료

2월 3~4월 5~7월 8~9월 10~12월

구성 ㆍ20여명
ㆍ자생단체+주민 워크숍

ㆍ주민자치 워크숍
ㆍ주민자치회 모델
   및 전환 논의

활동
ㆍ마을자원 조사
ㆍ마을의제 토론
ㆍ마을계획 확정

전환
ㆍ’21 하반기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

구성ㆍ민자치 위원 모집
ㆍ분과 구성



지속가능
도시

Ⅰ  걷고 싶은 푸른 도심

Ⅱ  맑고 깨끗한 물

Ⅲ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Ⅳ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Ⅴ  에너지 자립 구현



가로수·자전거길·공원·도시숲 : 도심전역
ㆍ2021년 추진계획 : 가로수·띠녹지 15km, 자전거길 15km, 공원·녹지 1개소

바람길 녹지축 조성(187억원)01

꽃으로 가득한 춘천 조성
ㆍ시민꽃정원 확대 : 꽃길테마 특화거리 조성

ㆍ계절꽃 200만본 생산 및 식재

명품가로숲길 조성
ㆍ약사리 교차로 일원 명품 소나무 식재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39억원)02

보행친화지역 조성
ㆍ비동력·무탄소 보행교통 활성화

ㆍ춘천경찰서 ~ 방통대 일원 L=300m(보도개설, 자전거도로 정비) 

자연친화 산책로 조성
ㆍ신동·사농동(신매대교 ~ 한계천) 1.2㎞

ㆍ사농동(두미르 ~ 고구마섬입구) 1.6㎞

ㆍ동면 장학리(철새전망대 ~ 노을마당) 1.4㎞

ㆍ동면 만천리(두산위브 ~ 스위첸) 1.5㎞ 및 징검여울 7개소, 휴게시설 등

ㆍ남산면 북한강(강촌3리 ~ 백양리역) 1.5㎞ 및 휴게쉼터 광장 등

ㆍ공지천(태백교 ~ 거두교 양안) 2.0㎞

걷기 좋은 길 조성(23억원)03

lⅠl  걷고 싶은 푸른 도심

2021 주요업무계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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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길숲
ㆍ마을 유래 관련 수목,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

생활 맞춤형 숲
ㆍ옥상녹화, 그린커튼

자녀안심 그린숲(퇴계동)
ㆍ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녹지 및 휴게시설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11억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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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전 과정 ICT를 이용한 감시체계 구축
ㆍ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 실시간 감시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138억원)03

운영시스템
구축

재발방지 및 수돗물
신뢰제고 구축 +수질감시, 관리 및

위기대응 구축 +

재염소설비: 1개소
정밀여과장치: 6개소
수질계측기: 7개소
자동드레인: 13개소

관세척: 56개소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37개소
스마트미터: 4,421전
실시간수압계: 2set

관로인식체계: 3,420개
워터닥터: 1set

운영시스템: 1식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ㆍ2018∼2022년 / 신사우동 / 
   생태저류지, 생태하천 복원 L=1.54km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ㆍ2017∼2021년 / 소양동, 근화동 /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투수포장 등

하천수질 개선(380억원)01

동면 감정ㆍ월곡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ㆍ2018∼2022년 / 동면 감정리, 월곡리 등 / 33km

공지천 노후 오수관리 정비
ㆍ2021∼2024년 / 퇴계, 석사동 등 / 16km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민간투자사업)
ㆍ2019∼2027년 / 처리가동율 90% 도달, 증설시기 도래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ㆍ2019∼2024년 / 우두동, 신동, 사농동 일원 / 35km

하수처리 시설 개선ㆍ확충(4,250억원)02

lⅡl  맑고 깨끗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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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운동(크리킨디형 사업)
ㆍ주민주도의 쓰레기 감량 사업 발굴

춘천시민 녹색장터 운영
ㆍ중고물품 나눔, 재활용 캠페인

시민의식 함양 및 실천문화 조성01

마을쓰레기 책임관리사업
ㆍ5개 지역 : 2020년 시범 추진 2개 지역(신북읍, 퇴계동) + 신규 3개 지역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및 시민활동가 육성
ㆍ다양한 계층 맞춤형 방문교육

ㆍ기존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신규활동가 양성

lⅢl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무인수거기 보급확대 및 집하시설 확충(6억원)02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네프론)

9대 14대▶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821대 971대▶

클린하우스
(동네마당) 설치

52개소 55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22개소 25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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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축
ㆍ2021∼2024년 / 동내면 학곡리 / 22,000㎡  

제1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ㆍ2020∼2022년 / 동면 장학리 /  12,789㎡ 

공영차고지 조성(200억원)02

마을버스 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ㆍ8개 노선, L=21.3㎞

버스정보시스템 신설 및 교체
ㆍ30개소 교체, 10개소 신규 설치

정류장 시설 개선
ㆍ중앙시장 버스정류장 2개소 승강장 확대

버스정류장 신설 및 교체
ㆍ유개식 정류장 20개소

온열의자 설치
ㆍ버스 정류장 20개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67억원)03

수소ㆍ전기 시내버스 도입
ㆍ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
   친환경 버스로 교체(94대)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교체(400억원)01

lⅣl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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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소 추출시설 구축
ㆍ추출기 4대, 압축기 5대, 저장탱크 3세트, 튜브트레일러 3대 등

수소충전소 증설
ㆍ압축기 1대, 제어판넬 1대, 저장용기 2기

수소충전소 신설
ㆍ수소 충전 250㎏/일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 냉각기 1, 압축기 1, 저장용기 2, 수소충전기 1

수소인프라 구축(207억원)

영업용 차량 보급 확대
ㆍ56대(택시 30, 트럭 20, 버스 6)

충전인프라 확대
ㆍ전기차 급속 : 109대 → 214대 
ㆍ수소충전소 : 1기 

수소ㆍ전기차 구입 지원
ㆍ목표 :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 달성

그린모빌리티 및 충전소 보급(459억원)01

’20년

1,100대(1%)

’21년

2,700대(2.5%)

’22년

5.600대(5%)

lⅤl  에너지 자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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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댐 주변지역 친환경활용 종합계획 수립(10억원)04

① 의암호          ② 의암호 하류          ③ 춘천호          ④ 소양호

의암호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ㆍ댐 4개 권역 지속가능 발전과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 문화도시 구축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ㆍ태양광 150개소, 태양열 5개소, 지열 5개소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ㆍ공공시설 태양광 2개소, ESS 2개소, LED 가로ㆍ보안등 교체, 태양광 시민펀드 플랫폼 및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플랫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ㆍ태양광 278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39개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73억원)03



자립경제
도시

Ⅰ  춘천만의 자원 산업화

Ⅱ  문화도시 조성

Ⅲ  관광객 체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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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ㆍ2020∼2027년 / 동면 지내리 / 78만㎡

ㆍ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 첨단농업단지, 스마트 생태주거단지 조성

지역 고유자원 “소양강댐 용수” 에너지원 활용(3,040억원)01

농식품 모태펀드(110억원) 조성

농업자원 산업화(130억원)03

ㆍ식품산업 유망기업 춘천 유치

ㆍ향토 식품기업 집중 육성

농식품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ㆍ전문가 매칭 + 식품개발 연구 및 상품화 지원

ㆍ창업보육센터 입주연계

춘천로컬푸드 향토산업 육성
ㆍ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2.5차 산업화, 로컬푸드 홍보 등

지역먹거리 통합시스템 운영

생 산

지역 농가

수 매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 급
급식

(학교, 어린이집 등)

산림자원 산업화(32억원)02

목재산업단지 조성
ㆍ2020~2022년 / 동내면 학곡리 / 10,000㎡

ㆍ지역 산림자원의 목재산업화, 국산목재 이용 고부가가치 양산형 목조건축 시스템 대중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ㆍ2020~2029년 / 사북면 송암리 / 723ha

ㆍ산(山)주와 전문경영인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시행

lⅠl  춘천만의 자원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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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술 산업 활성화(5억원)04

전통주 전국단위 행사 개최
ㆍ춘천술 페스타 : 2021. 10.

ㆍ대한민국 명주대상 : 2021. 11.

누룩연구소 운영
ㆍ누룩연구 및 우수종 선발

ㆍ춘천 지역업체 술 품질연구

반려동물 산업육성(440억원)05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조성

인프라

산업육성

플랫폼센터 구축
ㆍ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연결플랫폼 중심거점 구축

ㆍ후평동 198-66(후평산단 내), 연면적 5,720㎡

특화산단 조성 ㆍ반려동물 산업 특화산단 조성, 산업집적화

창업지원 ㆍ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지원체계 구축

사업화지원 ㆍ마케팅ㆍ투자 등 창업 후 기업성장 지원

연결플랫폼 ㆍ산업ㆍ반려인 연결, 산업생태계 조성

특성화연구 ㆍ개체식별, 생체신호 등 반려동물 특성화 연구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ㆍ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연계, 디지털 뉴딜 중점과제 선도적 추진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201억원)06

라이프로그
(2021~2022)

ㆍ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 빅데이터 센터 구축(10개소 내외)

ㆍ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활용 ICT 서비스, 의료, 바이오 분야 창업 및 
   산업 육성

CDW
(임상데이터
통합 창고)

ㆍ의료 분석, 시각화, 데이터 검색 서비스 등 포털 서비스 구현

ㆍ병원, 바이오·ICT 기업에 의료분야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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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상권르네상스
ㆍ2021∼2025년 / 중앙ㆍ제일시장 등 / 스마트상권, 특화거리, 축제 연계

문화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도심 문화예술 확산(873억원)02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2021 / 113.114㎡ / 녹색마을, 마을탐방로, 집수리도서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2022 / 127,504㎡ / 안전안심골목길, 커뮤니티 돌봄센터, 도시재생대학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2025 / 146,980㎡ / 상상어울림센터,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 등

약사리고개
마을연결 공간 조성  2020∼2021 / L=60m, B=50m / 상부 공원화 연결로 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021∼2025년 / 춘천시 전역 / 3개 분야, 6대 전략, 26개 사업

문화예술 확산(200억원)01

문화도시경영

6개 사업
도시전환공동체, 문화도시

모니터링 평가 등

전환문화사업

16개 사업
도시가살롱,

인생공방ㆍ전환가게 등

특성화사업

4개 사업
어바웃타임 중도,
시그널페스티벌 등

2021
문화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lⅡl  문화도시 조성



학곡리 촬영스튜디오 건립

2021년 중점사업 29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ㆍ관리되지 않고 산재된 고인돌 30기 이전 및 테마공원 조성

ㆍ2020∼2023년 / 신북읍 발산리 / 10,627㎡ 테마공원 및 주차장 

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ㆍ후평일반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ㆍ편의시설 확충

ㆍ2020∼2023년 / 후평동 244-37 / 1,981㎡ 

ㆍ전시관, 교육관, 산업단지역사관, 체험관, 디자인뮤지엄 등 조성

창작종합 지원센터 건립
ㆍ지역 문예부흥의 안정적 거점 확보                  

ㆍ창작연구소, 스튜디오, 아카이브, 공연장 등 조성

ㆍ2019∼2025년 / 춘천시민복합공원 내 /22,400㎡(지하 1층, 지상 4층) 

춘천예술촌(창작공작소) 조성
ㆍ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공간 조성

ㆍ2019∼2021년 / 소양4재정비 촉진지구 내 / 928㎡(창작동)

문화ㆍ역사 시설 인프라 확충(1,332억원)03

춘천촬영스튜디오 건립
ㆍ영상산업 기반 마련                                    

ㆍ스튜디오, 분장실, 멀티룸 등 조성

ㆍ2020∼2022년 / 동내면 학곡리 /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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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상징물 설치
ㆍ2021∼2022 / 시 전역 / 레고캐릭터, 레고벤치, 승강장, 진입차도, 가로등 등

무지개 분수대
ㆍ2021∼2022년 / 춘천대교 / 경관조명, 분수대 등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내수면 마리나 
ㆍ2021~2024 / 삼천동 426번지 일원 / 7.3만~11만㎡

ㆍ각종 관광휴양시설, 소규모 마리나선박 및 마리나항만시설 설치

레고랜드 연계 관광인프라 조성(80억원)01

삼악산 로프웨이
ㆍ2021. 9월 개장 

ㆍ삼천동~삼악산 일원 61,850㎡ 규모

ㆍ자동순환식 케이블카 65기(일반 45기, 크리스탈 20기)

ㆍ연장 3.6㎞(호수 2.0㎞, 산악 1.6㎞) *국내최장

삼악산 탐방로
ㆍ2021∼2022 / 의암파출소~로프웨이 상부정차장~정상부 해발 597위치 / 1.6km 

ㆍ강원도 지정문화재 체험환경 조성

삼천유원지 주차장
ㆍ2021∼2022년 / 삼천동 392-7 일원 / 1.1만㎡

삼악산 테마 관광인프라 조성(62억원)02

lⅢl  관광객 체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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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119사업
ㆍ주민 스스로 지역 돌봄 의제 발굴 ⇒ 주민이 주민을 돌보며 공동체 회복

ㆍ25개 읍면동 단위 설치 

독거노인 돌봄사각지대 해소
ㆍ1단계 : 경로당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안전돌보미 + 통리반장 등

ㆍ12단계 : 전문기관 + ICT인공지능, 스마트 토이 + 가정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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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대 1 요양서비스 → (개선) 다수가 다수를 돌보는 통합요양서비스

돌봄전담 본부 운영

노인통합돌봄 사업(18억원)01

보건·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서비스+

1권역(남부권)
(남부노인복지관)

12개소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노인 (고령화율)
150,827명 / 24,928명

(16.5%)

2권역(북부권)
(북부노인복지관)

13개소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 신사우동

노인 (고령화율)
131,027명 / 24,626명

(18.7%)

방문진료, 퇴원환자관리,
퇴원환자 일시돌봄,
ICT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 순회 수시대응형,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주·야간 보호소 강화

이동·동행,
식생활 지원

주택개조,
지원주택

lⅠl  춘천형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주거환경개선
ㆍ화재 및 재해예방 + 방수 + 화장실 개조 + 상하수도 개선 등

안심먹거리 지원(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연계)
ㆍ재가 장애인에게 월 1회 꾸러미 제공

안전 및 생활용품 지원
ㆍ기본 생필품, 혹한기ㆍ혹서기 냉ㆍ난방 용품 긴급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8억원)02

마을 돌봄 인프라 구축
ㆍ우리마을 복지대학 운영 : 생활권역별 돌봄 활동가 및 지역복지 전문가 양성

선도적 마을 돌봄 실행
ㆍ마을 돌봄 운영 지원 : 마을 돌봄 특화사업 공모 및 지원

ㆍ마을복지 평가 보고회 개최 : 돌봄의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

마을 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ㆍ마을복지 자문단 운영 : 마을돌봄 운영 컨설팅, 지역돌봄, 마을복지 교육 등

ㆍ읍면동 방문복지팀 18개소 신설(인력확충 : 복지 68명, 간호 30명)

공동체 돌봄서비스(1억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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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 동동」 지원(2억원)04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운영
ㆍ생활권역별(읍면동) 5개소 자율사업 지원

ㆍ공동체 교육 및 교류지원(워크숍, 월례모임, 공유회)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ㆍ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발생 시 가구당 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ㆍ생계급여 : 9,993명 / 의료급여 : 11,274명

취약계층 생활안정 보장(468억원)01

선한 이웃되기 프로젝트
ㆍ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위기가구 발굴 ⇒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현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ㆍ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신속지원

ㆍ의료비ㆍ난방비, 체납액, 주거수리비, 폭염ㆍ한파 대비 물품 등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ㆍ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백만원 지급

위기가정 돌봄서비스(24억원)02

시립복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
ㆍ2020∼2022 / 석사동 170-3번지 외 3필지 / 연면적 3,600㎡

  ※ 춘천시립치매요양원 순차 건립

시립복지원 증ㆍ개축(100억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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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등 지원(35억원)04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ㆍ학습지원비, 생활자립금, 난방비 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ㆍ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ㆍ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lⅡl  저소득층ㆍ위기가구 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ㆍ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대여, 시간제 보육 등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ㆍ아이돌보미 인프라 확충, 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등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ㆍ아동통합 사례관리 : 276가구 420명

ㆍ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 3,400명

아동학대 조사 전담팀 신설
ㆍ1팀 14명(공무원 7, 전문요원 7)

아이돌보미 지역활동가 운영
ㆍ전문화된 돌봄재능 기부, 아이돌보미 이용자 의견 수렴

아이돌봄 지원(48억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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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9개소 → 22개소01

공동주택(A) 소재지 총세대수 준공예정

센트럴파크푸르지오2차

모아엘가 센텀뷰

우두지구 이지더원

온의동

약사동

우두동

1,556

  567

  916

’21. 9월

’21. 9월

’21. 12월

lⅢl  아이 돌봄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장애 인식개선 사업(’21년)
ㆍ인식개선 교육 : 춘천愛 산다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초등학생 대상 

ㆍ인식개선 페스티벌 개최 및 정책 토론회 개최

ㆍ무장애도시 실현 : 시민 참여 캠페인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20년)

장애인 복지위원회 중심 인식 개선01

반다비 국민 체육센터 건립
ㆍ2019∼2022 / 우두동 293-1번지 일원 / 연면적 7,878㎡

ㆍ기능확장형 복합시설 구축: 체육관+도서관+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 건립(242억원)02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일환)

ㆍ재활보조기구 지원 :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최고 250만원 이내)

ㆍ장애인자립체험주택 설치ㆍ운영

   -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대상
   - 시설입소자에게 자립체험 기회제공 및 체험훈련금 지원

장애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ㆍ전문교육, 건강교육, 평생교육 등 제공 및 다양한 행사 온라인 생중계

ㆍ화상서비스 제공 : 크레센도(음악교육, 장애인식개선강사육성), 가족 컨설팅, 전문 상담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
ㆍ이용대상자 확대(휠체서사용자→비휠체어장애인)

ㆍ일반승용차 5대 도입(2020. 12.), 총 25대(특별교통수단 20, 일반승용차 5) 운영

장애인 자립 및 이동권 보장(25억원)03

2021 주요업무계획36

lⅣl  장애인 돌봄 



희망일자리 사업
ㆍ코로나19 실직ㆍ폐업자, 취업준비생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ㆍ생활방역, 환경정비, 시책홍보 등 70개 사업, 300여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ㆍ자원재생 등 6개 사업, 40여명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ㆍ시청사방역 등 2개 사업, 20여명

행복일자리 사업
ㆍ환경정비 등 28개 사업, 40여명

공공일자리 지원(17억원)01

2021년 중점사업 37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ㆍ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자금난 해소

ㆍ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의 2~3%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ㆍ담보력 부족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 지원

ㆍ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용 신용보증수수료 기업당 250만원 한도지원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지원(27억원)02

lVl  경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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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중 지원(220억원)03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ㆍ중앙·제일시장 등 중앙로터리 일원 원도심 상권 경쟁력 제고(2021~2025)

   - 환경개선 사업 : 스마트상권 조성, 특화거리 조성
   - 활성화 사업 : 디지털 통합시스템 구축, 교육 및 마케팅

전통시장 등 지원사업 대폭 확대
ㆍ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 공공요금 지원, 5일장, 지역상품 전시회

ㆍ전통시장 안전관리 : 시장 화재보험·공제 가입, 안전요원 배치

ㆍ주차환경개선 : 주차장 건립(인공폭포상점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ㆍ춘천사랑상품권 발행(350억원 규모)

ㆍ경영환경 개선 : 시설개선, 온라인 판로 확대, 상점스마트화 지원      

ㆍ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운영
ㆍ소상공인 수수료 3無(중개수수료, 입점비, 광고), 보이는 전화 주문,
   이용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연계 10% 할인

ㆍ외식업 가맹점 1,000개, 사용자 4만명 목표

착한 소비운동 미리내봄 캠페인 추진
ㆍ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방문해 선결제ㆍ선구매 후 재방문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중앙시장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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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상실적

2020년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제28회 물 관리 심포지엄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2020년 정부합동평가

2020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2020년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유공

한강수계기금사업 성과평가

2020년 강원도 공공구매 유공

2020년 재난관리평가

2020년 건축행정평가

2020년 코로나19대응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우수 지자체 

2020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지역 

2020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2020년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2020 아름다운 정원상

대상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특별상

장려

장려

장려

장려

강원도

국회

강원도

강원도

환경부

강원도

한강유역환경청

강원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립중앙도서관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산림청

12월

2월

9월

11월

11월

12월

12월

2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4월

5월

5월

7월

10월

근화동

수도시설과

징수과

기획예산과

환경정책과

방문보건과

하수시설과

기업과

안전총괄담당관

건축과

방문보건과

안심농식품과

여성가족과

시립도서관

징수과

징수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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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활

인구 : 286,495명
인구밀도 : 256명(1㎢기준)

세대 : 126,685
세대당 인구 : 2.23명

전입
1일 : 126.64명

전출
1일 : 122.03명

주택
가구당 : 1.07주택

이혼
1일 : 1.5쌍

혼인
1일 : 2.7쌍

사망
1일 : 5.19명

출생
1일 : 4.46명

시공무원 : 1,662명
1인당 : 172.4명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 2,922명
1인당 : 11.5명

차량 : 132,283대
가구당 : 1.04대

1일 1인당 급수사용량 :
373리터

관광객 수 : 5,829,807명
1일 평균 : 15,928명

생활쓰레기(배출량)
1일 평균 : 276톤

재정자립도
19.1%

세출
1인당 : 4,303천원

세입(지방세)
1인당 : 665천원

재정자주도
55.8%



시민주권도시

지속가능도시

자립경제도시 

돌봄도시

시민행복엔 끝이 없다
무한 행복도시

지속가능 행복도시
춘천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Te l   033.250.3023

Fax  033.250.3215

www.chun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