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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1절 정당정치의 전개와 변천

1. 진천 정당정치의 시작

진천 정당정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청주와 충북의 선거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정당정치는 1950

년대의 이승만 정부와 1960-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1945년 해방은 이 나라의 사람들을 천황에 종속된 황민皇民이나 신민으로부터 근대국가

국민 또는 시민으로 급격한 신분 전환을 가져왔다. 동시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구체적

으로는 정당-의회-선거 정치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혼란스러운 미국 군정기(1945-

1948)를 거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가 공식

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초대 대통령은 제헌의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진천의 민심

을 확인할 수 없다. 1960년대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천의 유권자 다수는 자유당의 이

승만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1950년대의 대선에서 강력한 야권 후보였던 신익희(3대/민주

당)와 조병옥(4대/민주당)의 선거 직전 갑작스러운 서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

였다. 진천에서 2대와 3대 대선에서 이승만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12%와 15%가 높다는 점에서 자유당 지지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대와 3대 대선에서 진보성향의 조봉암(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나 4대에서 기권

성격이 강한 무효 투표율은 그동안 야권(진보) 성향을 측정할 간접 지표로 인용되었다. 2

대와 3대 대선에서 진천에서 획득한 조봉암 후보의 득표율은 전체 득표율의 절반에 그쳤

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 충북과 마찬가지

로 진천 유권자들의 자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항상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반면 조

봉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에 절반에 그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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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관련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을 인용하
였음.

군 내 - 부 _ :(2권)진천군지내지-1부정치 수정(11.25)_2권  21. 12. 08  오후 7:32  페이지 172



2. 제3-4공화국의 정당정치

박정희 시기에 이르러 진천의 정당정치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1963년 5

대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유독 진천·청주·충북 모두에서 민정당 윤보선 후보에

게 3-12%의 적지 않은 표 차로 패배하였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 주역으로서 정치적 정

당성 부재가 큰 원인을 차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윤보선 후보가 초대 내무부 장

관을 역임한 윤치영(공주)을 숙부로 둔 충청지역(아산)의 명문 가문의 후손이라는 지역 연

고도 작용하였다. 야당 후보 윤보선(신민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충북 지역의 지지는

6대 대선에서도 나타났고, 특히 청주보다는 진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7대 대선과 6대 총선(1963) 이후 박정희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진천을 비롯한 충

북 지역에서는 공화당의 지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권의 대표 주자인 김

종필의 간접 효과와 더불어 육영수 여사와 친형제인 옥천·보은·영동의 육인수 의원

(6·7·8·9·10대)의 정치적 영향력도 한몫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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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시도명 무소속 조봉암 자유당 이승만 무소속 이시영 계

전국 797,504(11.35) 5,238,769(74.61) 764,715(10.89) 7,020,684

충북 25,875(5.80) 386,665(86.70) 23,006(5.15) 445,955

청주시 2,176(9.12) 19,039(79.85) 1,936(8.12) 23,842

진천군 1,444(5.58) 22,367(86.55) 1,469(5.68) 25,841

3대

시도명 무소속 조봉암 민주당 신익희 자유당 이승만 계

전국 2,163,808(30.01) 0 5,046,437(69.98) 7,210,245

충북 57,026(13.90) 0 353,201(86.09) 410,227

청주시 5,641(25.58) 0 16,409(74.41) 22,050

진천군 3,164(15.05) 0 17,852(84.94) 21,016

4대

시도명 자유당 이승만 민주당 조병옥 무효투표수 계

전국 9,633,376(100.00) 0 1,228,896 9,633,376

충북 510,369(100.00) 0 66,068 510,369

청주시 30,878(100.00) 0 5,578 30,878

진천군 30,884(100.00) 0 3,092 30,884

<표 1> 1950년대 대선에서 진천의 투표 결과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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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6공화국의 정당정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지역 패권 정당과 망국적 지역

주의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후보 단일화 실패였다. 노태우 후보의 당선과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패배는 득표율 자체가 잘 설명해준다. 노태우 후보가 얻은 36.6%의 득표율은 역대

최저치로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각각 얻은 28.0%, 27.1%의 득표율을 앞서는 것이었지

만, 후자 득표율의 합인 55.1%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즉, 노태우 후보의 승리

는 양 김 분열의 결과인 것이다. 제13대 대선은 지역주의가 전면 등장했던 선거라 할 수 있

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민정당 노태우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부산 및 경

남 지역에서 민주당 김영삼은 50-60%대 득표율을, 호남 지역에서 평민당 김대중은 80-

90%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남에서 공화당 김종필조차 45%의 득

표율을 올렸다.

하지만 13대 대선에서 진천 유권자들은 민주정의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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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도명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정당 윤보선 계

전국 4,702,640(46.64) 4,546,614(45.09) 10,081,198

충북 202,789(39.78) 249,397(48.92) 509,767

청주시 14,687(35.12) 24,882(59.50) 41,813

진천군 10,584(35.52) 15,184(50.95) 29,796

6대

시도명 신민당 윤보선 민주공화당 박정희 계

전국 4,526,541(40.93) 5,688,666(51.44) 11,058,721

충북 252,469(43.57) 269,830(46.57) 579,342

청주시 17,158(37.21) 26,183(56.78) 46,109

진천군 15,018(45.18) 13,424(42.17) 31,828

7대

시도명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계

전국 6,342,828(53.19) 5,395,900(45.25) 11,923,218

충북 312,744(57.31) 222,106(40.70) 545,655

청주시 27,590(51.79) 25,133(47.18) 53,264

진천군 14,418(49.76) 13,847(47.79) 28,971

<표 2> 박정희 정부 하 진천의 대선 투표 결과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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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노태우 후보 득표율(47.7%)은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 합(40.5%)을

한참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진천과 충북 지역에서 나타난 중요한 정당

정치 변화 중 하나는 제3정당의 약진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헌의회부터 13대 총선

까지 그리고 3김이 맞섰던 13대 대선 이전까지 이 지역은 양대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

었다. 부산·경남의 김영삼과 호남의 김대중처럼 지역주의에 근거한 패권 정당이 존재하지

도 않았다. 김종필은 적어도 충북에서는 양 김을 압도하는 제왕적 총재가 아니라 양 김을

위협하는 제3당 당수에 불과하였다. 14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주영(통일국민당)

후보나 15대 대선의 이인제(국민신당) 후보 역시 이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시기 정당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사이에 합종연횡의

연합 정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출발은 1990년대 벽두에 일어났던 3당 합당이었

다. 1990년 1월 22일 당시 집권당의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종필(신

민주공화당)은 청와대 회동 직후 3당 합당을 발표하고 13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일시에 해체하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개헌선을 상회하는 거대 여당을 결성했

다. 3당 합당은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보수 대연합 형성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6월 민주항쟁 이래 제기되어 온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로 도전을 위로부터

선제적 보수개혁을 통하여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후 호남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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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6공화국 진천의 대선 투표 결과 

13대

시도명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전국 8,282,738(36.64) 6,337,581(28.03) 6,113,375(27.04) 1,823,067(8.06)

충북 355,222(46.89) 213,851(28.23) 83,132(10.97) 102,456(13.52)

청주시 74,342(38.62) 59,453(30.89) 24,302(12.62) 33,993(17.66)

진천군 15,759(47.70) 9,718(29.41) 3,671(11.11) 3,727(11.28)

14대

시도명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

전국 9,977,332(41.96) 8,041,284(33.82) 3,880,067(16.31) 1,516,047(6.37)

충북 281,678(38.26) 191,743(26.04) 175,767(23.87) 68,900(9.35)

청주시
(갑을)

36,014(35.93) 26,411(26.35) 24,440(24.38) 11,265(11.24)

46,796(34.50) 37,870(27.91) 32,451(23.92) 5,946(11.75)

진천군 8,954(29.50) 9,840(32.42) 8,193(27.00) 2,057(6.77)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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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온 3당 합당 직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민자당) 후보는 정주영(국민당) 후보 출마

로 여권의 심각한 분열 속에서도 김대중 후보(33.8%)에 압승(41.9%)을 거두었다.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진천·충북은 독특한 정당정치의 배열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정당이 의석과 득표율을 독점하는 영호남의 지역 패권 정당이나 양대 정당이 과점하는 수

도권의 양당 체계가 아니라 제3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집권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가진 온건한 다당제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4.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90년대 중반까지는 진천과 충북에서도 제3정당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2000년을 전후로 다시 양당체제가 복원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15대 대선에서

등장하였던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강력한 효과이다. DJP연합이 성사되면서 김대중

의 진천에서의 득표율은 13대(11.1%)나 14대(32.4%)에 비해 갑절이나 증가(44.62%)하여

네 차례의 출마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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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5-16대 진천의 대선 투표 결과

15대

시도명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계

전국 9,935,718(38.74) 10,326,275(40.27) 4,925,591(19.20) 25,642,438

충북 243,210(30.79) 295,666(37.43) 232,254(29.40) 789,816

청주시
53,820(34.03) 61,972(39.18) 38,769(24.51) 158,139

42,869(35.39) 46,796(38.63) 29,159(24.07) 121,127

진천군 7,774(23.86) 14,535(44.62) 9,457(29.15) 32,571

16대

시도명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계

전국 11,443,297(46.58) 12,014,277(48.91) 957,148(3.89) 24,561,916

충북 311,044(42.89) 365,623(50.41) 41,731(5.75) 725,162

청주시
52,010(46.90) 52,100(46.98) 6,021(5.43) 110,882

72,771(44.33) 80,044(48.76) 10,411(6.34) 164,133

진천군 10,583(35.78) 16,645(56.28) 2,020(6.83) 29,571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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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계기는 16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었다. 노무현 후보

는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던 2002년 9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충청 민심을 사기 위

한 급조된 공약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파급력은 강력하였다. 충청지역에서 완승한 노무

현 후보는 16대 대선에서 57만표 차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다. 진천의 경우 그 효과는

가시적이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진천 선거구에서 득표율은 무려 56.3%로 전국 득표율

48.9%를 7%p 이상 상회하였다. 

5. 이명박 정부-현재까지

이 시기의 정당정치에서 발견된 뚜렷

한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이다.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찬반 논

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 미디어법

제정 및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 논란, 천

안함 사건의 원인 해명, NLL 논란, 국정

원 개혁, 최근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 많은 정책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정당 수준에서뿐만 아니

라 유권자 수준에서 심심찮게 관찰되었

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6대 당시 두 정당의 이념 격차

는 불과 1.7에 그쳤지만 19대 국회에서 그 값은 거의 두 배인 3.2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가파른 진보화의 경향을 띠었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역

시 보수화의 경로를 걸었다.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두 정당의 이념 격차는 19대에 이르

러 무려 3.9로 벌어졌다.2)

정리하자면, 2000년대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대립 구도는 어느 정도 구조

화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은 모두 7회가 있었다. 이 중 최종 당선자와 진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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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18대

2.7

3.8

3.5

3.7 4.5

4.6

5.4

5.4

5.4 6.2

5.8 5.9

17대

16대

역대 국회 정책 이념 변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일반국민

※ 0~10점 사이에서 점수 낮을수록 진보성향,
    높을수록 보수성향.

<그림 1> 역대 국회 정책 이념 변화

2) 기획팀(2012), 「역대 국회의 정책 이념 변화」, 중앙일보,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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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후보가 어긋난 경우는 제14대 대선뿐이었다. 그만큼 진천 나아가 충북의 정당 판세와

유권자의 표심은 대한민국 정치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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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7-19대 진천의 대선 투표 결과

17대

시도명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계

전국 6,174,681(26.14) 11,492,389(48.67) 3,559,963(15.07) 23,612,880

충북 165,637(23.79) 289,499(41.58) 162,750(23.38) 696,096

청주시
24,361(21.86) 46,133(41.41) 28,669(25.73) 111,392 

36,408(22.09) 66,251(40.19) 42,510(25.79) 164,812 

진천군 7,549(27.34) 10,792(39.09) 5862(21.24)

18대

시도명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계

전국 15,773,128(51.55) 14,692,632(48.02) 30,594,621

충북 518,442(56.22) 398,907(43.26) 922,053

청주시
76,695(54.25) 64,194(45.41) 141,350

124,308(50.80) 119,523(48.84) 244,695

진천군 20,614(56.65) 15,560(42.76) 36,382

19대

시도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전국 13,423,800(41.08) 7,852,849(24.03) 6,998,342(21.41) 2,017,458(6.17)

충북 374,806(38.61) 255,502(26.32) 211,454(21.78) 65,095(6.70)

진천군 15,844(38.61) 10,265(25.02) 9,489(23.12) 2,925(7.12)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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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진천의 주요 정당

1. 1950년대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진천군(제7선거구)의 초대 총선에서는 연희전문학교 법학과 교수

이자 이후 도미하여 이승만의 비서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던 한국민주당 송필만宋必滿 후보

가 당선되었다. 당시 한민당은 야당이라기보다는 이승만을 지지하였던 명사 정당이었다.

사실 제4대 총선 이전까지는 집권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초

대 총선에서 최대 원내 세력을 차지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나 한국민주당

(한민당)은 이념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두 세력 모두 정치 지도자로 이승만을 추종했으

며 반공과 친미를 핵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

2대 총선까지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기치로 정당정치를 파당 정치라고 비판하였고 자신

의 위상을 특정 정파의 우두머리보다는 초당적 국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직

후 이승만과 한민당은 권력의 지분과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결별하게 됨으로써 여당과 야

당으로 분화하게 된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한민당이 친일 특권 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다

는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당 세력이 비대해져 정부 권

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승만의 우려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직전에 열린 제2대 총선에서 이충환李忠煥 후보의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무소속 후보의 강세였다. 진천과 청주 모두에서 1950년대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

들이 연거푸 당선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시기까지는 아직 이승만 정부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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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비고(청주시)

제1대(1948)
당선자 한국민주당 송필만 17,676(68.43) 무소속 박기운

7,693(35.23)차점자 한국민주당 박찬희 4,925(19.06)

제2대(1950)
당선자 무소속 이충환 6,488(26.06) 무소속 민영복

4,047(17.83)차점자 민주국민당 송필만 4,324(17.37) 

제3대(1954)
당선자 자유당 이충환 10,854(42.29) 무소속 박기운

8,101(33.20)차점자 민주국민당 박찬희 5,648(22.00)

제4대(1958)
당선자 자유당 정운갑 18,282(61.77) 민주당 이민우

9,317(34.98)차점자 민주당 이충환 11,314(38.22)

<표 6> 1950년대 진천의 총선 투표 결과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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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할 자유당이 창당되지 않았고, 야당인 한민당 역시 전국적 조직화를 완료하기 이전이

었던 관계로 지역 명망가 중심의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자유당 정운갑鄭雲甲 후보와 민주당 이충환 후보가 맞

붙었던 제4대 총선(1958)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진천 출신으로 일제치하였던

1943년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정운갑 후보는

1955년에 내무부 차관과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이충환 후보는 일찍이 정계에 진출하

여 1956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70년대까지 진천 지역을 대표할 두 거

물 정치인의 대립은 1950년대 정당정치의 특징인 자유당과 한민당의 분화와 대립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총선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그리고 일찍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한민당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잃고 있던 한민당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른

세력과 통합해 민주국민당(민국당)을 결성하였다. 통합으로 세력을 확대한 민국당이 민주

주의와 내각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자 집권 세력은 위기의식에서 별도의 통합

을 시도해 자유당을 결성하였다. 집권 자유당이 1954년 3대 총선을 걸쳐 단독 개헌에 육

박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독재화 경향을 띠게 되자 위기에 처한 민국당은 다시 통합을 시

도해 민주당을 결성했다.

이충환과 정운갑으로 이어지는 자유당의 연이은 당선은 한편으로는 자유당 강세와 여촌

야도與村野都 현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당과 한민당의 여야 대립 구도를 상징하는 것이

었다. 무소속과 야당이 강한 청주와는 다른 진천의 강한 집권당 지지 성향은 1950년대 정

당정치에서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4)

2. 1960-1970년대

이승만 정권의 붕괴 직후 열린 1960년 7.29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의 75.1%, 참의원

의 53.4%를 차지함으로써 어느 모로 보아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민주당의 압

승은 첫째, 자유당의 몰락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적 조직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울 수 있었고, 둘째, 4월 혁명 이후 민주적 이행 과정을 이끈 유일한

정당이었으며, 셋째 선거 이전부터 정부, 경찰,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준여

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이었다. 전국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진천 선거구에서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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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호(2017), 「역대 선거를 통해서 본 충북 지역주의의 동태와 특성」 『선거연구』, 통권 86호,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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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충환 후보가 무소속 정운갑 후보를 누르고 지난 4대 총선 참패를 설욕할 수 있었다.

진천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무소속과 제3당이 사라졌고 공화당과 신민당

의 양대 정당 체계의 구축이 확립되고, 여촌야도 현상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선거구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처음으로 소지역주의가 등장하

였다는 점이다. 초대부터 5대 총선까지 진천은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6

대부터 8대까지는 진천·음성 선거구로, 9대부터 12대까지는 진천·음성·괴산 선거구로 변

경되었다. 가령 제7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으로 보사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민주공화당 오

원선吳元善 후보는 65.2%를 득표하여 32%에 그친 신민당 이충환 후보에 압승하였다. 오원

선 후보는 음성 출신이었고, 이충환 후보는 진천 출신이었는데, 1973년 9대 총선에서 음

성의 총 유권자는 53,761명으로 진천의 37,305명보다 16,500여 명이나 많았다. 물론 집

권 여당과 제1 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정당 차이가 제1의 지지 요인이었겠지만 동향

출신에 대한 연고주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제8대 총선에서도 이어졌

다. 당시 선거에서 전직 경찰 관료를 역임한 음성 출신인 민주공화당 이정석李丁錫 후보는

진천 출신인 신민당 이충환 후보보다 1,356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당선됐다.

유신체제였던 9대와 10대 총선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서 여야가 나란히 동반 당선되는 현상이 보편적이었다. 진천·음성 선거구에도 예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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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비고(청주시)

제5대(1960)
진천

당선자 민주당 이충환 17,783(53.55) 민주당 이민우
12,695(38.12)차점자 무소속 정운갑 15,425(46.44)

제6대(1963)
진천·음성

당선자 민정당 이충환 24,502(37.50) 공화당 정태성
14,425(36.80)차점자 민주공화당 오원선 18,312(28.02)

제7대(1967)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공화당 오원선 48,707(65.20) 공화당 정태성
26,212(58.60)차점자 신민당 이충환 23,123(31.09)

제8대(1971)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공화당 이정석 34,847(49.20) 신민당 최병길
26,310(49.80)차점자 신민당 이충환 33,491(47.27)

제9대(1973)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신민당 이충환 47,760(39.40) 신민당 이민우
33,699(26.00)당선자 민주공화당 김원태 40,932(33.80)

제10대(1978)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신민당 이충환 40,058(30.00) 신민당 이민우
52,788(30.20)당선자 민주공화당 오용운 57,103(42.80) 

<표 7> 1960-1970년대 진천의 총선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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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9대에서는 괴산 출신으로 내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던 민주공화당 김원태金元泰 후

보가 당선됐고, 신민당에서는 진천 출신 이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0대에서는 진천 출

생 육사 7기로 육군 소장을 역임한 민주공화당 오용운吳龍雲 후보와 신민당 이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충환 후보는 진천이 배출한 최다선 국회의원(6선)의 기록을 갖고 있다. 또

한, 무소속으로 출발하여 자유당-민주당-신민당의 정당 이력은 해방정국에서부터 산업

화의 복잡다단한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1980년대

1980년대 진천의 정당정치는 민주정의당이 제패하였다. 광주항쟁의 유혈진압을 딛고 집

권한 신군부가 득세하였던 1980년대는 양 김을 비롯한 주요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규제자

로 몰려 퇴출당하였던 정치의 암흑기였다. 먼저, 신군부 세력은 과거 5.16쿠데타 세력이

시행했던 ‘정치활동정화법’을 모방한 ‘정치풍토 쇄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다당제의 정당 체제를 만들어 집권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했는데, 여기에는 군 출신 정치인, 박정

희 정권의 고위 관료, 그리고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집단 등이 참여했다. 나아가 신군부 세

력은 야당 분열의 다당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한국당(민한당)과 한국국민당(국민당)

의 창당 작업을 주도했다. 신군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구축하였던 이 같은 정당 체제는 이

후 ‘민정당 1중대, 민한당 2중대, 국민당 3중대’라는 냉소적 평가를 낳았다. 이뿐만 아니라

신군부 세력은 강력한 여당 체제 구축을 위해 유신체제의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편 제

1당에 전체의석의 1/3에 이르는 전국구 의석의 2/3를 배분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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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1981)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한국국민당 김완태 37,845(28.00)
민정당 정종택 67,108(33.60)

당선자 민주정의당 안갑준 43,994(32.60)

제12대(1985)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한국국민당 김완태 35,320(24.70)
민정당 정종택 120,584(39.67)

당선자 민주정의당 김종호 95,781(67.00)

제13대(1988)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정의당 김완태 34,246(44.90) 민정당 정종택 30,375(37.00)
신공화당 오용운 7,064(41.60)차점자 신민주공화당 이재철 23,215(30.46)

<표 8> 1980년대의 진천의 총선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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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11대 총선에서 괴산 출생이며 경찰국장 출신이었던 민주정

의당 안갑준安甲濬 후보는 음성 출생으로 약사회장 출신인 한국국민당 김완태金完泰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제12대 총선(1985)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졌다. 괴산 출생으로 충북

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정의당 김종호金宗鎬 후보가 압도적 지지(67%)를 얻어

당선되었고, 11대 의원을 역임하였던 음성 출신 김완태 후보(한국국민당)도 동반 당선되었

다. 13대 총선은 괴산군이 단일 선거구로 독립되어 다시 진천·음성 선거구로 개편되었고,

중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소선거구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지

역에서 11대와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김완태 후보는 한국국민당을 탈당한 후 민주

정의당에 입당한 후 출마하여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됐다. 

4. 1990년대

3당 합당 직후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는 음성 출생의 육사 13기 출신으로 충북도지사

를 역임하였던 민주자유당 민태구閔泰求 후보가 통일국민당 정우택 후보에게 거의 2배 차

이의 표차로 압승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의 돌풍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진천 선거구에서도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후보가 집권 여당이

었던 신한국당 민태구 후보와 민주당 김진선 후보를 꺾고 15대와 16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

선되었다. 

자민련은 1960년 제3공화국 이후 내각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첫 번째 정당이자 충청도

를 기반으로 지역 정당을 표방한 최초의 정당이었다.5) 내각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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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1992)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자유당 민태구 34,803(48.10) 국민당 김진영 30,540(35.60)
민주당 정기호 62,413(54.10)차점자 통일국민당 정우택 17,597(22.39)

제15대(1996)
진천·음성

당선자 자민련 정우택 33,771(48.60) 자민련 구천서 40,509(42.30)
자민련 오용운 49,292(43.40)차점자 신한국당 민태구 23,777(34.20)

제16대(2000)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자민련 정우택 36,505(36.20) 민주당 홍재형 34,611(40.10)
한나라당 윤경식 36,168(31.10)차점자 민주당 김진선 35,168(34.84)

<표 9> 1990년대의 진천의 총선 투표 결과

5) 중앙선거관리위원위(2009), 『대한민국 선거사 제6집』.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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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을 탈당(1995.2.9.)하였던 김종필은 탈당의 변으로 토사구팽兎死狗煮을 유포시키는 등

자신이 영남 정권에게 밀려난 피해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충청 유권자들을 결집하였다.

실제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도 핫바지론’, ‘충청도 푸대접론’과 같은 지역주의 발언

을 노골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는 지역주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당시 언론에서 묘사한

‘신 3김 시대’의 도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성공이었다.6)

자민련은 충청도 정당임을 숨기지 않아 여타 지역인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호남권 전

체에서는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배 지역인 충청도 시·도지사 선거를 석

권했고, 자치구 시군의장 선거에서도 대전 100%, 충남 89.1%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하였

다. ‘충청도 핫바지론’을 통해 자극된 지역 정서 영향으로 대전·충남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

의 강도는 처음으로 호남 수준에 이르렀다. 충북은 상황이 달랐는데, 자민련은 충북도지

사 선거에서만 이겼을 뿐 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11곳 중 2곳을,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36석 중 4석(의석 점유율 11.1%)만 차지하였다. 여전히 이 선거에서 집권 민주자유당이 12

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0명씩을 차지하여 자민련을 크게 앞섰다.7)

하지만 충북에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1회 지방선거로 보는 것

이 합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김종필과 자민련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충청도 핫바지론’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한국정당사에서 공개적으로 지배지역의 단합과 경쟁지역에 대한 폄

하를 공개적으로 내건 최초의 언술이었다. 충북 유권자들은 이 담론을 행동으로 지지하지

는 않았으나 심정적으로 호응하였다. 둘째, 도지사 선거의 승리로 자민련 도정이 처음으

로 실시되었다.8)

1996년 15대 총선은 충북 지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이 선거에서 김종필은 1995년

지방선거에 이어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듭 제기하여 충북의 호응마저 얻어냈다. 자민련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자적으로 대전·충남은 물론이고 충북에서조차 제1당이 되었다. 영

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의 대립이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충청도

주민들도 반사적 지역주의로 권력을 획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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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선거관리위원위(2009), 위의 책. p.111.
7) 중앙선거관리위원위(2009), 위의 책, p.55.
8) 강희경(2014), 『충북의 선거와 지역 정체성』, 충북대학교 출판부.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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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러 진천 지역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강 체제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먼저 탄핵 바람이 몰아쳤던 17대 총선 결과는 충청 지역주의의 소멸을 보여주었다. 이 선

거에서 자민련은 불과 4석을 얻어 신생 정당인 민주노동당에도 밀려 제5당의 지위로 전락

하였고, 비례대표 1번인 김종필의 낙선과 정계 은퇴를 가져왔다. 자민련은 제4회 지방선

거를 앞둔 2006년 2월 한나라당에 흡수 통합되어 지역 정당으로서 소멸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충청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의 복원 시도가 있었으나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면서

결국 여당에 흡수되고 말았다.9) 이후 선거에서는 이 지역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사이

에 당선자가 교체되는 양당 구도가 뚜렷하게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는 음성 출생으로 변호사 출신이었던 열린우리당(이어 통합

민주당) 김종률金鍾律 후보가 재선의 정우택 후보(자민련)와 김경회 후보(한나라당)를 꺾고

연이어 당선됐다. 하지만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괴산 출생의 검사장 출신이었던 새누리

당 경대수慶大秀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가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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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대평의 국민중심당 창당(2006. 1. 17.) →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합당(2008.
2. 12.) → 심대평 자유선진당 탈당 후 국민중심연합창당(2010. 4. 1.)→자유선진당의 재통합(이인제+국민중심연
합) → 선진통일당으로 당명 변경(2012. 5. 29.)→새누리당과 합당(2012. 10. 25).

진천군 비고(청주시)

제17대(2004)
진천·증평·
괴산·음성

당선자 열린우리당김종률 42,617(47.60) 열린우리당 홍재형 

열린우리당 오제세 차점자 자민련 정우택 36,543(40.77)

제18대(2008)
진천·증평·
괴산·음성

당선자 통합민주당 김종률 32,608(38.83) 통합민주당 홍재형

통합민주당 오제세

통합민주당 노영민차점자 한나라당 김경회 29,581(35.23)

제19대(2012)
진천·증평·
괴산·음성

당선자 새누리당 경대수 51,471(53.66) 새누리당 정우택

민주통합당 오제세

민주통합당 노영민 차점자 민주통합당 정범구 44,443(46.33)

제20대(2016)
진천·증평·음성

당선자 새누리당 경대수 41,053(45.09) 새누리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차점자 더불어민주당 임해종 39,027(36.57)

제21대(2020)
진천·증평·음성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54,126(50.68)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차점자 미래통합당 경대수 51,081(47.83)

<표 10> 2000년대 이후 진천의 총선 투표 결과

✽(   )안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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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진천 출신으로 진천과 충주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하였던 더

불어민주당 임호선林昊宣 후보가 재선의 경대수 후보(미래통합당)를 어렵게 꺾고 당선됐다.

무소속이나 제3당의 당선자 없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독주하는 경향은 인근 청주지

역과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진천과 청주 두 지역 사이에 차이점도 있다. 청주의 경우 최

근까지도 충북에서 흔치 않았던 다선 의원들이 여(정우택)와 야(홍재형, 오제세, 변재일)

에서 다수가 배출됐다. 하지만 진천의 경우 이 지역에서 배출된 3선 이상 의원이 이충환

의원 이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와 함께 잦은 선거구 개편도 한몫하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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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진천 정당정치의 특성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진천의 정당정치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첫째, 전국단위 정당정치의 흐

름과 유사한 공통점을 지녔다. 199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당

체계가 기본적인 대립 구조를 이루어 왔다. 그래서 여야 모두는 사활을 걸고 이 지역 표심

을 얻기 위해 각축을 벌여 왔다. 둘째, 1987년 민주화 이후 이 지역에서는 배타성을 띤 영

호남의 지역 패권주의와는 다른 제3당의 약진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이든 총선이든 한두

번 선전하였던 제3당은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흡수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셋째, 조봉암

의 진보당,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최근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계열은 대선이

든 총선이든 당선자 수준에서는 물론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천 정당정치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원성 확보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진천을 비롯한 충북이 여성 정치의 불모지不毛地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총 57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정치 선진국(OECD 평균 28%)에 비

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전체의석의 19%로 역대 최고 성과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역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진천을 포함하여 충북의 지역구 여성 의원은 해방 이후 지금

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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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원정수

(지역구/비례)

여성 의원 수 여성 의원 당선자 수
(의석비율)지역구 비례 

제16대 273(227/46) 5 11 16(5.9%)

제17대 299(245/54) 10 29 39(13%)

제18대 299(245/54) 14 27 41(13.7%)

제19대 300(246/54) 19 28 47(15.7%)

제20대 300(253/47) 26 25 51(17.0%)

제21대 300(253/47) 29 28 57(19.0%)

<표 11> 여성 국회의원의 당선자 추이

역대총선 당선자 및 차점자

제1대(1948)
진천

당선자 한국민주당 송필만 17,676(68.43)

차점자 한국민주당 박찬희 4,925(19.06)

<표 12> 역대 총선에서 진천의 당선자 및 차점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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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2대(1950) 
진천

당선자 무소속 이충환 6,488(26.06) 

차점자 민주국민당 송필만 4,324(17.37) 

제3대(1954) 
진천

당선자 자유당 이충환 10,854(42.29)

차점자 민주국민당 박찬희 5,648(22.00)

제4대(1958) 
진천

당선자 자유당 정운갑 18,282(61.77)

차점자 민주당 이충환 11,314(38.22)

제5대(1960) 
진천

당선자 민주당 이충환 17,783(53.55)

차점자 무소속 정운갑 15,425(46.44)

제6대(1963) 
진천·음성

당선자 민정당 이충환 24,502(37.50)

차점자 민주공화당 오원선 18,312(28.02)

제7대(1967)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공화당 오원선 48,707(65.20) 

차점자 신민당 이충환 23,123(31.09)

제8대(1971)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공화당 이정석 34,847(49.20) 

차점자 신민당 이충환 33491(47.27)

제9대(1973)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신민당 이충환 47,760(39.40)

당선자 민주공화당 김원태 40,932(33.80)

제10대(1978)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신민당 이충환 40,058(30.00) 

당선자 민주공화당 오용운 57,103(42.80) 

제11대(1981)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한국국민당 김완태 37,845(28.00)

당선자 민주정의당 안갑준 43,994(32.60)

제12대(1985)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한국국민당 김완태 35,320(24.70)

당선자 민주정의당 김종호 95,781(67.00)

제13대(1988)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정의당 김완태 34,246(44.90)

차점자 신민주공화당 이재철 23,215(30.46)

제14대(1992) 
진천·음성

당선자 민주자유당 민태구 34,803(48.10)

차점자 통일국민당 정우택 17,597(22.39)

제15대(1996) 
진천·음성

당선자 자민련 정우택 33,771(48.60)

차점자 신한국당 민태구 23,777(34.20)

제16대(2000)
진천·괴산·음성

당선자 자민련 정우택 36,505(36.20)

차점자 민주당 김진선 35,168(34.84)

제17대(2004) 
진천·증평·괴산·음성

당선자 열린우리당 김종률 42,617(47.60)

차점자 자민련 정우택 36,543(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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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위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중앙정치에서 공직 경험을 하였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금의환향 패턴’역시 개선될 과제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당선자가 장·

차관, 도지사와 판·검사,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정치인(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의 진출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천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농민이나 교

사, 혹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의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는 차점

자조차도 관료 출신의 전원 남성이었다. 

셋째, 진천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진천 선거구는 농촌 인구

감소라는 전국적 현상 속에서 충북 내에서도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부 수립 이

후 선거제도가 시작될 때는 진천만의 독립선거구였다가 이후 음성과 통합되었고, 어느 때

는 괴산과 통합되었으며, 증평의 분구 이후에는 증평, 진천, 음성의 중부 3군이 하나의 선

거구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진천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충북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와 세대 수가 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단위를 넘어

서 통합 선거구 내의 유권자 교육 및 교통·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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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8대(2008) 
진천·증평·괴산·음성

당선자 통합민주당 김종률 32,608(38.83)

차점자 한나라당 김경회 29,581(35.23)

제19대(2012) 
진천·증평·괴산·음성

당선자 새누리당 경대수 51,471(53.66)

차점자 민주통합당 정범구 44,443(46.33)

제20대(2016) 
진천·증평·음성

당선자 새누리당 경대수 41,053(45.09)

차점자 더불어민주당 임해종 39,027(36.57)

제21대(2020) 
진천·증평·음성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54,126(50.68) 

차점자 미래통합당 경대수 51,081(47.83)

구분 세대 수
인구

합계 남 여 

2013 27,750 68,218 36,212 32,006

2014 28,285 69,564 37,089 32,475

2015 29,750 72,828 38,821 34,007

2016 30,746 75,294 40,270 35,024

<표 13> 진천군의 인구 추이(2013-2018)

✽(   )안은 득표율

(단위: 세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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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진천 정당정치의 과제는 유권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참신한 인물로 대표성을 보강하며, 당적이 다른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중요한 까닭은 지금이 바로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진천군의 정치행정과 사회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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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대 수
인구

소계 남 여 

2017 32,898 79,300 42,340 36,960

2018 35,276 84,319 45,147 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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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2014), 『충북의 선거와 지역 정체성』, 충북대학교 출판부. pp.319-325.

정상호(2017), 「역대 선거를 통해서 본 충북 지역주의의 동태와 특성」, 『선거연구』 통권 86호,

pp.229-254. 

________

중앙선거관리위원위(2009), 『대한민국 선거사』 제6집. p.55., 111. 

________

<그림 1> 기획팀(2012), 「역대 국회의 정책 이념 변화」, 중앙일보, 7월 23일.

__________

<표 13> 진천군(2020. 10.), 「충청북도 진천군 기본 통계」(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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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

1절 시민의식의 성장과 확대

1. 식민지 저항과 시민의식의 발현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정부 수립 과정부터 시작되었으며, 정

부 수립 이후에는 집권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정치 권력의 행사에 저항하

면서 성장하였다. 미국이 참전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일본의 강

압적이고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전국에서 폭발하였다. 1945년

8월 14일에 진천군민들은 군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다수의 무기를 탈취하였고, 자체적으

로 군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당시 진천군수 이병석이

자치위원장이 되어 극악무도하고 악질적인 친일파를 응징하였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한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과 신탁통치에 대한 좌

우익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광복 이후 좌익세력은 공산주의 혁명만이 통일을 이루고 일

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여겨 정치·경제·사회 각 부분에서 혼란을 조성해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까지 진천 지역도 좌우 계열 정치단체 간 대립

과 충돌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진천의 대표적 우익단체로는 독립촉성국민회와 민족청년단

이 통합한 대동청년단이 있었고, 좌익계 단체로는 건국준비위원회 계열과 조선공산당이 있

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 국민이 결사적으로

반탁운동을 벌이면서 좌우익 대립은 극단적으로 전개되었다. 1946년 9월 27일에 이월초등

학교에서 좌익 계열의 홍가록과 박용출 등이 중심이 되어 신탁통치 지지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감행하여 경찰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있었으며, 1947년 8월 15일에는 진천읍과

이월면의 우익세력의 국민회지부와 청년단지부 사무실이 좌익세력에 의해서 피습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익청년단 간부들인 노달선, 김성출, 이원구, 정지영, 차문환 등이 회동하여 좌익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김기철이 대표로 있는 충주의 청년 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자 8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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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김기철은 청년단 210여 명을 동원하여 이월면으로 갔으나 매복 중이던 좌익세력에 의

해 기습을 받아 음성으로 병력을 철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충주의 박명섭과 김장렬이 사

망하였다. 이에 진천청년단은 청주반공청년단에 지원을 요청하여 좌익세력과의 충돌을 일

주일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익세력 116명이 부상당했고, 좌익세력 500여 명이 부상

및 검거되었다. 광복 이후 전국적인 좌우익세력의 갈등 속에서 시민사회의 씨앗은 진천군

에서도 시작되었다.

2. 4.19혁명과 정치의식의 성장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좌우익세력의 갈등 구조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정부 수립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부는 거듭되는

실정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게 되자 집권 연장을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 선거

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강행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을 절망시켰다. 1960년의

3.15부정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부정부패와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저

항을 불러왔다.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최초의 시위는 2월 28일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학생 800

여 명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부통령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등교

조치가 내려지자 도청, 자유당 당사 등으로 몰려다니며 시위를 했다. 3월 15일 선거일에는

마산에서 4할 이상의 사전 부정선거가 확인되자 시민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시위를

하였고, 4월 11일에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

들은 자유당과 관련 있는 인사와 사무실에 대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편, 4월 신학기가 시작되자 지방 학생들이 ‘서울 학생들은 무얼 하느냐, 서울 학생들은

비열하다’고 비난하자 4월 18일에 고려대 학생들이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책임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의 제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에 집결하였다. 학생들

은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한다는 약속과 유진오 총장과 이철승 의원의 설득으로 귀교하는

상황에 100여 명의 괴한들이 쇠파이프, 몽둥이, 벽돌 등의 흉기로 시위대를 급습하여 200

여 명이 부상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4월 19일 조간신문에 기사화되자 대학생, 시민, 고

등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4.19혁명이 발생하였다.

충북에서 1960년 3.15부정선거는 경찰, 공무원, 자유당, 반공청년단 등이 4할 사전투표,

시
민
사
회
의

성
장
과
참
여

193

5
장

군 내 - 부 _ :(2권)진천군지내지-1부정치 수정(11.25)_2권  21. 12. 08  오후 7:33  페이지 193



3인조와 9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야당인 민주당의 참관인 포섭 및 탄압, 자유당원의 투

표장 감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정인택 충북도지사는 2차례의 시장·군수 회

의를 통해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기영 내무국장은 시장·

군수·경찰서장 회의를 통해 여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학

동 경찰국장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구체적인 부정선거운동 방법인 사전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 민주당 참관인 축출, 개표 내용의 허위 발표 등을 지시하였고, 김상기

사찰계장은 지서·파출소 주임 및 사찰계장·주임회의를 소집하여 공무원이 반동하면 용서하

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동시에 치안국 독찰반으로 받은 500만 환으로 부정투표 용지를

인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충북의 3.15부정선거는 도차원의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을 통해 시·군에서 하위

기관인 동, 읍, 면까지 하달되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충북에서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는 고등학생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충북 지역에서 최초의 학생시위는 1960년 3월 10일에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작하였

다. 그 당시 자유당 소속 홍병각 의원이 3.15부정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인 자유당의 선거운

동을 하고자 시험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교 학생들을 이승만과 이기붕의 지지 연설

에 동원하였다. 이에 충주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학생을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학

원의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쟁취

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에

서 시위를 하였는데, 이 시위에 충주

여고 학생들도 합류하였다. 한편, 청

주에서는 3월 13일에 청주농고 학생

50여 명이, 3월 14일에는 청주고 학

생 5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3.15부정선거 이후 충북의 학생시

위는 4월 13일과 16일에 청주공고 60

명과 200명이, 4월 18일에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청주여고, 청주여

자기고 등 2,500명이, 4월 19일에 청

주농고, 청주대, 세광고의 1,000명

이, 4월 26일에 제천고의 100명이, 4

월 27일에 청주의 100여 명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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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치도구로 삼지 말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선거 다시 하자’ 등을 외치며 지속적인 저항

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물론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청주시지부도 선

거무효를 주장하며, 평화적인 가두 시위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좌절되었다.

진천군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학생시

위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다. 다만, 정부와 자유당이 행정기관과 경찰기관 등을 통해

3.15부정선거를 획책하자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운갑은 이에 반발해 진천으로 내려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야당 정치인인 민주당 이충환과 함께 노력을 하였다. 이에 1961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반민주행위자 충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공민권이 제한되는 자동케이

스에 충북의 37명 중 진천군과 관련된 인사는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운갑만 포함되었

다. 한편, 3.15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진천군 덕산면 출신 야당 정치인인 오성섭은 그 당시

청주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부정선거시위에 가담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

였다. 

3. 민주화운동과 정치 참여의 확대

1960년의 4.19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하였

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4.19혁명에서 보듯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정치 세력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민주화운동

은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화 이전에는 군사 정부에 대한 저항적 민주화를, 민주

화 이후에는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을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3선개헌, 유신헌법

등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한일국교정상화 논의는 1962년부터 본격

화되어 1965년 2월 15일에 한일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하고, 2월 20일에 조약이 발효

되었다. 그 당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수교 조건으로 한국의 독도소유권을 일본이 불인정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청구권 대신에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이 한국에 자금지원을 한

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 학생 등은 대대적인 반대시위에 돌입하였다. 

충북에서도 1964년 3월 26일에 청주여고와 세광고 학생 1,100여 명이 가두시위를, 3월

27일에 청주시내 청주고, 청주상고, 청주여자기술고 등 고등학생과 충북대, 청주대 등의 대

학생 6,000여 명이 ‘바다 팔아 정치 말고 비밀외교 공개하라’며 연합시위를, 4월 4일에 청

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4월 20일에 청주공고 학생 1,100여 명이 ‘한일회담 백지화하라’며

시
민
사
회
의

성
장
과
참
여

195

5
장

군 내 - 부 _ :(2권)진천군지내지-1부정치 수정(11.25)_2권  21. 12. 08  오후 7:33  페이지 195



도심에서 시위를 하였다. 여기에 당시 야당인 민정당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도 범국민투쟁

위원회 청주시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위를 벌였다.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 3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은 3선 개헌이

‘종신집권을 위한 징검다리’라며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이에 충북에서도 1969년 8월 28

일에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충북지부가 결성되었고, 9월 8일에는 충북대와 청주

대 학생들이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9월 9일에는 충북대 학생 300여 명이 ‘3선 개헌을 더 이

상 좌시할 수 없다’는 성토대회를 개최하여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들과 함께 박정

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한편, 1972년의 유신헌법에 의해 장기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학생들의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충북의 경우, 청주대 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

위가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 충북 지역 학생운동은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충북 전역에서

는 유신체제의 억압적 통치가 지속되자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지식인 등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지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74년 2월 28일에 야당과 재야인사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 회복 국민회의 충북 지역의 조직 결성, 1977년 11월 11일에 청주 내덕동

성당의 시국기도회 등이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유신체제는 종식되었으나 당시 보안사령관

인 전두환이 신군부를 중심으로 12월 12일에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1980년에 잔인

하고 폭압적인 방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전두

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은 더욱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1985년 2월 12

일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되자 이때부터 야당과 재야세력

들의 저항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9월 5일에 서울 시내 6개 대학생들의 민중 민

주운동선언 대회, 11월 21일에 서울 시내 10개 대학생들의 독재 종식과 제5공화국 헌법 철

폐를 위한 범국민토론대회, 1986년 2월 4일 경인 지역 15개 대학생들의 개헌서명운동추진

본부 결성 등이 이어지자 2월 24일에 전두환 대통령은 1989년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개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1987년 4월 13일에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호헌조치를 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확산되자 당

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는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충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주에도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

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충북본부가 결성되자 대학생, 재야 세력,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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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위가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청주지역에서는 6월 18일에 충북대, 청주대,

청주사대(서원대) 학생들이 도청 근처에서 도심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였지만 시민

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성안길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 당시 시위대의 인원은 1만여 명

이상이었으며, 시대는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6월 26일에는 전국에서

국민평화대행진이 이루어졌는데, 충북에서도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도민대행진이 전개되

었으며, 국본 충북본부 의장단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시위대가 파출소에 투석을 하는 등 과

격한 양상을 보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의식은 국민과 호흡하는 민주주의의 정상화에 초

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한국의 시민의식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비판의 수위

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의 대통

령 당선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민의식이 한층 강화되었다.

진천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활동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진천군의 시

민사회단체들이 인접한 청주지역의 민주화운동에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을 개연성은 충

분하다. 

시
민
사
회
의

성
장
과
참
여

197

5
장

군 내 - 부 _ :(2권)진천군지내지-1부정치 수정(11.25)_2권  21. 12. 08  오후 7:33  페이지 197



2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1. 노동운동의 변화

한국의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박정희 정부가 붕괴되고 전두환 정부가 출

범한 제5공화국부터이다. 그렇다고 제5공화국 이전에 노동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시작은 1906년 평남 전남포에서 최봉진에 의해 설립된 조선노동

조합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1924년 182개 단체가 가입한 ‘조선노동총맹’ 등이 있었으나 이

들은 민족해방투쟁 등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광복 이후 제헌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이 1953년에 제정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운

동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정부주도형, 외자의존형, 수출주도형,

저임금의존형, 국력배양형 등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자의 분신자살사건, 현대

조선소폭동사건, 삼립식품 파업, YH사건 등이 발생하였지만 당시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탄

압정책과 사회적인 비판 여론 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1980

년대 제5공화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누적된 열악한 근로조

건,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많은 노동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에 충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운동이 진행되었다. 첫째,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노동 현장에 진출해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나타

났는데, 여기에는 김형근, 이용일, 오동균, 오혜자 등이 참여하였다. 둘째, 부당 해고 투쟁

이다. 부당 해고 투쟁은 1982년 7월 19일에 삼립식품 청주공장 노동자 중 청주노동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김경자를 비롯한 14명이 해고되자 해고노동자들은 노동사무소에 복직진

정서를 제출했지만 복직이 되지 않았다. 부당 해고 투쟁은 1985년 5월 6일 ㈜대성연마의 7

명, 1986년과 1987년의 신신택시, 중원택시, 청주택시 등이 노조결성에 대한 부당해고가

있었다. 셋째, 노동조건개선투쟁이다. 1985년 10월 14일에 대화운수 운전기사와 안내양 42

명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진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갔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그 밖

에 1985년 12월 7일에 조광피혁에 근무한 김재수가 사망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

했다. 한편,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6.29선언이 있자 1987년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

지 노동자들은 본격적으로 임금인상, 노동조건개선투쟁, 부당노동행위중지, 어용노조 퇴진

등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 충북 지역의 사업장 규모별 발생현황은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58건, 100-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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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1건,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123건으로 80.4%에 이른다. 300-499명 사업장

에서 7건, 500-999명 사업장에서 8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9건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등 생활 보장이 핵심이었지만 국·공휴일 유급 휴가 실시,

작업 환경 개선, 어용 노조 퇴진, 후생 복지 개선, 민주 노조의 인정 등이었다.

제6공화국 들어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동양도자기, 우진전기, 동양택시, 종합병원 등 충북 지역에서 노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임

금 인상, 해고자 문제 등을 두고 노사의 갈등 관계가 첨예화되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

기로 인한 IMF구제금융은 대량 실업과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노동운동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정책에 따라 양분화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도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군단위인 진천군의 노

동운동은 미진할 수밖에 없다. 진천군의 노동운동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81년 6월 6일에 ㈜

진천교통의 안내양 22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된 것이다. 1987년 8월 17일에

는 진천의 주원농산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당시 도종환 선생님이 진천 덕산중학교에서 해직

되었다가 해직 10년 만인 1998년 다시 복직하였다. 진천군의 ‘외국인 형제의 집’이 1996년

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운동을 벌였는데, 이는 2003년 5월 19일에 충북 지역에서 외

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생활을 돕기 위한 ‘충북 외국인 이주 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24일에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 실습생

으로 나간 김동준 군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활동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

동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농민운동의 변화

한국의 농민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식민지 시절에는 소작쟁의 운동이 전개

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는 정부의 농지 개혁에 순응하여 농민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태동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정부가 1970년대의 저임금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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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정책을 지속하자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빈농화와 소작농화, 겸업농화가 확대되

었다.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이 증가되자 비종교적 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협회와 전국농

민운동연합 등이 결성되었고, 1990년대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진천군의 농민운동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작되었다. 1960년 10월 4일에 진천, 청원,

음성 등 3개군 엽연초경작자 300여 명은 정부의 엽연초 수매에 대한 배상금 인상 투쟁을

위해 진천 미호천 백사장에 모여 가두 시위와 연좌농성을 하였고, 1972년 9월 5일에는 진

천군 덕산면의 잎담배 재배 농민들이 잎담배의 등급 사정이 낮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하

자 전매청은 덕산수납장에서 철수하였다. 1984년 11월 23일에는 가톨릭농민회 충북지구연

합회가 진천천주교회에서 4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농업정책과 외국 축산물 수입

에 항의하였고, 1985년 7월에는 전국적인 ‘소몰이투쟁’에 진천군의 축산농들이 소몰이, 경

운기 시위, 국도 차단 등을 통해 외국 농축산물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1986

년 9월 1일에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천군 내 40여 명의 농민이 진천성당 마당

에서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실천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 시위를 하였다. 1989년 3월 15일

에는 가톨릭농민회 진천협의회가 충북농민운동연합 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농가 부채 전

면 백지화, 개방농정 즉각 철폐, 민족자립 민중 복지 농업정책 즉각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1990년 11월 25일에 ‘UR(우루과이 라운드)거부와 쌀값 쟁취 전량 수매를 위한 충북농민대

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진천, 괴산, 청원 등지에서 60여 명이 참여하였고, 1991년 10

월 25일에는 전국에서 추수총파업이 전개되자 음성군 무극사거리에 진천, 음성, 괴산 등 군

농민회의 1,000여 명이 참석해 ‘농업 포기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11월 26일에 서울 장춘단공원에서 개최한 ‘쌀 수입개방 반대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

한 전국농민대회’에 진천군 농민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08년 4월 19일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개최되

었는데, 당시 6월에 진천군에서도 ‘광우병 쇠고기 진천군민 대책위원회’가 진천읍 백곡천

둔치 하상 주차장에서 주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진천군 농민운동은 1980년대에 다양한 농민단체가 결성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진

천군이 농민단체는 1986년에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농업인

진천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 ‘생활개선회 진천군연합회’, ‘진천군 4-H연합

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남성·여성)’ 등이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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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인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발전 되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역농업발전과 농촌생활 향상을

위하여 단합된 노력을 경주하며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에 창립되었

다. 34단체가 모인 협의회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 소속 단체별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단체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 농업과 농촌

의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대처방안 공동 강구함과 동시에 새 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 훈

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농사기원제,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운영(생거진

천문화축제), 농업인의 날 등 각종 행사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

음 대회를 개최한다.

2) (사)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

전문농업인으로 구성하여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

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

기 위해 창립되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읍면회장이 있는 군·읍·면별 8개회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기술보급실천으로 지역농업선도, 읍·면 농업경영인회 조직 활성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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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위치

(사)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
(한농연)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사)한국여성농업인 진천군연합회
(한여농)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생활개선회 진천군연합회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진천군 4-H연합회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남성)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여성)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층(진천군농업인단체사무실)

<표 1> 농업인 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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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남녀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품목별농업인조직체 및 학습단체육성지원을 주요 활

동으로 하고 있다.

3) (사)한국여성농업인 진천군연합회

진천군여성농업인은 후계농업인 부인과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자의 자주적인 합동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을 도모하여 복지 농촌 건

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되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읍면회장이

있는 군·읍·면별 8개회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정보교류, 생활의 활력을 위한 취미 과제 교

육,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4)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

전문농업인으로 구성하여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

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읍면회장을 두고 군과 읍·면별 조직 8개회

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업기술 연찬 교육 행사 추진, 과학영농과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

활동, 각종 시범사업 확대 추진으로 인근 지역 선진기술보급, 농촌지도자회원의 결속을 다

지기 위한 읍면단위 교육 행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이 있다.

5) 한국생활개선 진천군연합회

생활개선회란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 합리적인 가정 관리, 전통 생활 문화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어촌여성단

체이다. 1958년 생활 개선 구락부에서 시작되어 새마을 부녀회(1977), 생활개선부(1989),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분과(1990), 1994년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등록하였다.  

이 단체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 건전한 농촌가정을 육성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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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설립되었다. 또한 건전한 가정 육성 및 활력있는 농촌사회의 형성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

모하기 위한 교육 행사 개최, 도시소비자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확산 및 농심 불어

넣기, 전통문화 계승 및 친환경농업 및 생활환경보전 실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음식 보

급 및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등의 활동을 한다. 

6) 진천군 4-H연합회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머

리글자 네 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 덕德, 노勞,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4-H회를 통한

단체 활동으로 지, 덕, 노, 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회교육운동이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운동과

다른 점은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농촌 청소년의 경우 영농인으로

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이 지육, 덕육, 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4-H운동은 노육을 추가하고 현장교육과 실천과제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 영농정보교류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두고, 영농4-H, 서전고, 광혜원고, 진천상고,

충북체고, 광혜원중, 덕산중, 진천중, 서전중, 은여울중 등 11개회로 구성되었고, 과제교육,

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문화탐방 등의 주요 활동을 한다. 

7)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진천군농민회(남성·여성)’는 1990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신자유주

의 농업 부문의 무차별한 시장개방에 맞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고 식량 자급

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가 부채와 농업 말살 정책에 맞서 농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와 복지를 실현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 건설을 위하여 설립되었

다. ‘전국농민회총연맹진천군농민회(남성·여성)’의 주요 활동은 WTO 쌀 수입 비준안 통과

에 대한 항의시위, 농민탄압 진천경찰서 규탄 긴급기자회견 및 항의농성, 대전금강유역환

경청 앞에서 폐석면 중간처리허가공장인 ‘이솔루션’의 사업 허가 철회요구 시위를 하였으

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농협 비료 값 인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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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면세유 수수료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백곡천 하상주차장에서 영농 발대식

과 풍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그 이외에도 FTA 비준, 협동조합개혁, 농업인 생존권 문제

등의 현안을 주제로 한 집회를 주최하는 등 진천군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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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환경운동

1. 환경운동의 시작과 전개

환경운동은 자연환경을 인간사회가 파괴하는 대립 관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위기를 극복

하고자 하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환경운동은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

타나는 환경문제 혹은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산업화가 추진된 1960년대에서 시작하여 민주화 이후 전국에서 다

양한 성격의 환경운동 단체가 결성되기에 이르는데 대략 4단계로 발전하였다.

제1단계 환경운동은 1960년부터 1982년까지로,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정책은 환경파

괴가 불가피했다. 그 당시 대규모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농경지나 어장의 오염

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환경문제가 여론화되지 못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제2단계 환경운동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환경위기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전문적인 환경운동조직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켜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1984년에 대학생 중심의 ‘반공해운동협의회’가,

1986년에 환경에 관심을 가진 주부회원들을 중심으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가

결성되었으며, 1987년에 ‘반공해운동협의회’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공추협)’로 재편되

었다. 그 당시의 환경운동은 공해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다국

적 기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병행되었다. 이 시기의 환경운동은 지역 주

민 운동과 전문 환경운동단체의 연대가 형성되고, 언론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널리 여론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단계 환경운동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로, 다양한 환경단체가 생겨났다. 1988년 공

민협과 공청협이 통합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었으며, ‘한살림운동’과 ‘자연의 친구

들’ 등 기존 환경운동과는 성격이 다른 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운동조직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 환경운동은 환경문제의 원

인 진단과 운동 목표, 운동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였다. 

제4단계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93년부터 환경문제는 지역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인 수준의 문제이면서 전국적인 수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 사이에 연대 활동이 특히, 서울의 공해추방운동연

합과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창원, 울산, 진주, 목포, 군산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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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운동연합으로 개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서해안 개발, 경부

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응하여 전국적 연대

로 발전하였으며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

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활발해진 소각장 반대 지역

주민 운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연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진천군의 환경운동

충북에서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 1980년대 말에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부

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충북의 환경운동은 1989년에 ‘청주한살림’, 1993년에 ‘흙살림연

구소’와 ‘환경보전충북시민연합’이 결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는 상

황 속에서 199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진천군에서의 환경운동은 2001년에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립되고 이후에

2003년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진천군지부’, 2007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진천지부’,

2014년에 ‘환경실천연합회진천지회’와 ‘생거진천 그린리더’ 등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 보전 사업을 수탁하여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의 날 행사와 녹색 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홈 컨설팅, 자원 순환 마을, 환

경 사랑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진천군지부’는 1998년

설립된 진천야생동물보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건과 사고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 단속 활동을 비롯하여 배스와 같은 생태 교란 야생동물 퇴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진천지부’는 관내 실개천 지키기, 환경정화사업과 환경교육, 군정

에 환경정책 제시 및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진천의 든든한 환경 지킴이 역할을 목적

으로 설립되어 세계적인 희귀종인 미호천 미호종개 보존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진천지회’는 급격한 산업화·근대화 산물로 환경오염이 지역의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요즘 환경 지킴이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거진천 그린리더’는 군민의 환경 관련 교육, 생태 교란 식물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 그린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기후 지킴이

로 양성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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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과제

1. 시민사회단체의 변화와 활동 영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조직(NGO)으로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주장을 지속적으

로 대변하는 시민사회조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강제적인 권력은 없지만 시민 여론을 활용

하여 시민사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정부나 기업,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 오늘날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민 여론

에 공개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화 이전에는 그 구체적인 실체

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그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

체의 활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활동적인 이유는 정당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자세가 없는 것도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가들이 민주

화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시

민사회단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1989년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출범하면

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정치, 환경, 여성, 교육, 언론, 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

회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급

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

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판적 활동

이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여러 수단

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기능을 대

신하는 활동이다. 이에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헌신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관료적 태도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사

업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셋째, 다양한 행위자가 정부기관과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활동이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에 공

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과 보건의료, 경제, 교육, 문화와 예술, 민족과

통일, 보훈, 봉사, 복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장애인, 종교, 인권, 환경 등에서 지

역 주민의 이익 대변과 감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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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민사회단체

1)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진천군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정신과 협

동심을 길러 자기 계발 및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군내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육

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

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1993년 3월에 여성자원봉사센터로 발족

하였다가 2001년 3월에 진천군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진천라이온스클럽, 진천읍 적십자봉사회, 진천로타리클럽, 진천군주거복지센터, 차량봉사

대, 수지침봉사팀, 재향군인회, 여성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06개 단체가 활동

하고 있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추석을 맞아 ‘해피 추秋게더 온정꾸러미’를 제작

하여 노인·장애인 시설 및 기관,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300

여 개의 온정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역의 소외계층

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손수 제작한 마스크 250개와 필터 1,35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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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위치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진천군 새마을회 진천읍 중앙서2길 3

새마을지도자
진천군협의회

진천읍 중앙서2길 3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

진천읍 상산로 42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

진천읍 상산로 42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여성회

진천읍 상산로 42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진천읍 상산로 42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진천읍 상산로 42

진천재향경우회 진천읍 상산로 73

진천청년회의소 진천읍 상산로 10-4

단체명 위치

민주평통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진천읍 상산로 13

라이온스클럽 별도 표기

로타리클럽 별도 표기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진천읍 교성리 289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진천읍 상산로 42

한국부인회 진천지부 진천읍 상산로 42

진천군 재향군인회 진천읍 읍내리 471-63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진천읍 진광로 93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진천읍 벽암리 570-1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 -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천읍 중앙동로 38-9 

<표 2> 주요 시민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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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천군새마을회

진천군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민간 주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여 지

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진천군새마을회는 1984년 4월 5일에 설

립되어 2001년 5월 29일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17일에 법인이 되었다. 진천

군새마을회는 깨끗한 환경, 활기찬 고장, 건강한 사회 가꾸기, 새마을운동 본래 이념인 내

고장 가꾸기, 새마을운동 자율추진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천군새마을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1읍면동 1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추석맞이 행복 1% 나눔 후원 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3) 새마을지도자 진천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진천군협의회는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는 진천군새마을회 산하 새마을지

도자단체이다. 새마을지도자 진천군협의회는 새마을 정신을 근간으로 진천군 내의 마을

과 지역을 화합하고 번영시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

고자 진천군의 읍·면에 조직된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단체이다. 새마을지도자 진천군협의

회에서는 깨끗한 환경, 활기찬 고장과 일터, 건강한 사회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

회안전망운동으로 소외된 이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가정을 지원하고, 결혼이주여

성들의 한국살이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두어 한가족 손잡기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쌀·

연탄 나누기, 경로잔치,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실, 전

통문화체험 등의 ‘아이 러브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 에너지 아껴 쓰기, 자원 리사이클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의 경험 및 방법을 보급하고 있

다. 진천군 덕산면·문백면·광혜원면의 새마을지도자는 휴경지를 경작하여 모내기를 하고

고구마·들깨를 심었으며, 문백면·광혜원면·초평면의 새마을지도자는 각 지역 일원에서

‘Green＆Clean’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월면 새마을지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40가정에 사랑의 떡국을 나누어 주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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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으로 1989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창립하고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었으

며 1997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바르게살기진천군협의회는 ‘한마음 대회’ 개최, 효자·

효부 시상 등 도덕성 회복 운동, 각종 봉사활동과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진실, 질서, 화합이

라는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을 확산시키고 이를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5)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는 자유민주주의의 항구적인 수호 및 발전과 세계 자유우방

과의 유대를 위해 198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는 국민안보의식고취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초·중·고교생 통일안보 교육, 자유수

호웅변대회, 6.25전쟁 음식 재현 체험행사, 6.25 사진 및 전쟁 장비 전시회, 통일안보 글

짓기대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는 지역주민편익을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을 비롯한 각종 지역 봉사활동과 각종 지역 재난 시 긴급 구조 활동 및 방제 활

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 청년회는 국토 청결 및 지구촌 재해재

난 구조 활동 등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6)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여성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이념을 통해 각종 사회봉사를 실천하

고 진천군 내 안보의식교육을 실천하고자 2004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

여성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활동으로 자유수호웅변대회, 자유수호안보강연회, 자유수

호희생자합동위령제, 태극기 달기 캠페인, 자유수호 홍보 활동, 자유수호 결의 대회를 주

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식함양 및 국민 대화합 활동으로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자유수호 지도자 연수, 시민운동, 여성·청년 지도자

연수, 열린 마음 열린 사회 캠페인, 사랑의 연결고리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자

유총연맹 진천군여성회는 진천군 내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독거노인 세대 청소·세탁, 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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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제공 봉사, 생일상 차려 주기, 외국인 이민자 주부 대상 한국어·예절·문화 교육 실시 및

자매결연 행사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팀이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 활동, 초

등학생 등·하교 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음식 재연 행사, 사랑의 명절 음식

나누기, 안보 의식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7)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는 ‘남북이 하나 되면 세계가 우리 무대’라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슬

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민족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설립

되었다. 각 읍·면과 연계된 사업은 물론 매년 11월경 군사현장의 최전방을 견학하고, 통일

기원제도 지내고 있다. 2016년에는 진천군 대회 및 안보강연회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수

해복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진천지역 내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 행사에도 참여

하고 있다.

8)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진천적십자봉사회는 1955년 설립되었으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사무부장 1

인, 재무부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진천읍을 비롯해 각 면 봉사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진천군 거주자로서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고, 헌혈, 무료 급식,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재난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9) 진천재향경우회

진천재향경우회는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봉사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대한민국재

향경우회법」에 따라 현직 경찰을 지원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추진하며, 회원 상호 간의 협

동 정신을 앙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 수호에 기여하고자 1970년 설립되었다.

진천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직업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며, 질서의식의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천재

경향우회는 국정 협조 및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범죄 신고 정신의 앙양과 치안 문

제 연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유사시에는 숙련된 치안예비역으로 경찰력의 재원이 되

고 있으며, 전직·현직 간의 긴밀한 유대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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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천청년회의소

청년회의소(JC: Junior Chamber)는 20세 이상 42세 이하의 청년이 지도 역량 개발, 지

역사회 개발, 국제와의 우호 증진이라는 3대 이념을 실천하는 국제민간단체이며, 진천청

년회의소는 국내와 국외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자기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상

호 간 교류와 각 회원들 간의 국제 감각과 역량을 키움으로써 주변 지역 청년회의소와의

교류 및 친화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1972년에 설립되었다. 진천청년회의소는 체계적

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

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양성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진천청년회의소는 생거진천미래지기 축제를 지원하며, 매달 둘째 주에는 ‘클린진천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진천JC의 현역 회원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이들의 경

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진천특우회, 덕산특우회, 광혜원특우

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

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80년에 설치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운동의 중심체로서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이 번영의 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클럽은 사랑, 나눔, 실천을 생활화하여 작게는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고 인류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고자 2004년 12월 2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충북지구) 9지역

으로 창립되었다. 진천의 라이온스클럽은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사

회·보건과 관련한 사회봉사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시력우선사업(Sight First) 청

력보존 및 농아를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마약 교육, 당뇨병 퇴치 교육과 국제 청소년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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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활동과 오락 봉사활동, 레오클럽(LEO

CLUB), 라이온스 퀘스트(Lions Quest)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3) 로타리클럽

로타리클럽은 1975년에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의 모토인 ‘초아超我의 봉사’

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로,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에 소속되

어 있다. 현재 진천 지역의 로타리클럽은 진천, 봉화, 장미, 이월, 광혜원 등 5개의 클럽이

있다가, 2020년엔 충북혁신도시에 충북혁신로타리클럽이 신설되어 활동하고 있다. 장학

금 지급 및 교육지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의 전개, 고아원 및 양로원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구호사업,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내 고장 나무 심기, 경로 및 보

건 봉사 등 진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봉사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저소득가구 도매 및 장판 지원사업,

진천시니어클럽에 취약 계층 노인을 위한 후원 물품인 쌀 등을 전달하였다.

14)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는 진천지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77년 2월에

설립되어 1981년 6월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부로 개칭하였다가 1989년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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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위치

진천라이온스클럽 진천읍 문화로 237-40

상산라이온스클럽 진천읍 원덕로 211

미선라이온스클럽 진천읍 남산1길 32-10

단체명 위치

덕산라이온스클럽 덕산읍 용몽로 96

이월라이온스클럽 광혜원면 진광로 909-1

만승라이온스클럽 광혜원면 중리1길 25

<표 3> 라이온스클럽 현황

단체명 위치

진천로타리클럽 진천읍 중앙동6길 5

충북혁신로타리클럽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26번지 

봉화로타리클럽 진천읍 상산로 73

단체명 위치

장미로타리클럽 진천읍 중앙서로 69

이월로타리클럽 이월면 진광로 823-1

광혜원로타리클럽 광혜원면 장기길 95-1

<표 4> 로타리클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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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에 따라 진천군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는 노인 상담,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생활 관리사 파견,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대학, 경

로 식당, 밑반찬 배달, 건강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취업 지

원센터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인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

히,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노인취업센터는 노인들에게 기업체와 업소 등의 일자리를 지

원하여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노인취업센터는 노

인의 취업 알선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인 새롬이 주거 개선단을 운영하고, 독거노

인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15)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1986년 봉사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하며, 진천군 여성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

한 여성 단체의 발전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고향

주부모임, 대한어머니회진천군지회, 한국생활개선회, 아이코리아진천군지회, 진천여성의

용소방대, 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 소비자교육중앙회진천군지회, 한국소비자연합, 한국부

인회진천군지회 등 11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약 900여 명이 활동하고 매월 6일

월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무실은 진천군 여성회관 내에 있

으며 사무국장 1명이 상주하고 있다. 개별 단체 간의 사업협의와 자료 및 정보교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화훼 농가 일손돕기 등 특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회원과 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4월과 6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주

간기념행사와 여성대회를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

설 위문과 가족사랑음식 나누기, 경로 식당 급식 봉사, 요양 시설 이·미용 봉사, 수해 복구

지원 활동, 생산적 일손돕기 등의 사업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16) 한국부인회 진천지부

한국부인회는 합리적인 경제생활로 가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모니터 활동과 홍

보사업 및 소비자피해 상담 및 교육을 목적으로 1965년 2월 1일 창립하였으며, 한국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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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진천지부는 198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부인회 진천지부는 다른 여성 단체들과 함께하

는 다양한 봉사를 하며, 건전한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 유아 및 아동 발달에 대한 교육과

성에 대한 올바른 언어 사용을 가르치며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부인회 진천지부는 실버가요제의 개최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봉사를 하고, 건

전한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을 찾으며, 성 바르게 알기 운동을 통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에 대한 올

바른 언어 사용을 가르치며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17) 진천군 재향군인회

진천군 재향군인회는 1962년 1월에 향군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

며,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진천군재향군인회는

안보에 중점을 두어 시국강연회 및 안보강연회 등 국가 보위에 대한 정신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계보조비 지급, 장학금 지급, 향군 무료직업 안내소 운영, 불우회원구호, 법률

구조 활동, 국립묘지안장알선, 6.25전쟁 참전자 파악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진천군재향

군인회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충혼탑 참배와 무명용사의 탑에 헌화 분양하며, 왜

곡된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으로 ‘6.25전쟁 바로 알리기’ 소책자 1만 5,000부를 배부하여

6·25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북한의 실상을 알렸다.

18)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함으로써 군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계획 수립

에 일조하여 안전한 진천군을 만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진천군의용소방연합대는 진천

읍, 덕산읍,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에 각각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

용소방대를 두고 있으며 남성 240명과 여성 130명 등 총 37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관내 사회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등에게 생필품 전달,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건강 상태 확인, U-119안심콜 정비 등 기초 소방 시설 점검을 통해 주택 화재 안

전 사항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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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경찰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각 지역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만으로는 치안을 예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 마을 청장년들이 모여 내 고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1989년에 진천군자율방범대의 결성을 시작으로 진천군의 지역

발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 활동,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거리 청소, 각종 봉사 활

동 등을 목적으로 1997년 출범하였다.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산하 7개 읍·면에 9개 자

율방범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읍·면별로 자율방범대 한 개씩과 사석 방범대 및 초평

여성 방범대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야간 순찰 활동, 1388청

소년지원단,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1388청소년지원단은 가

출 청소년, 불량 청소년, 문제아 등 사회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선도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결하고 있으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버스가 없는 지역

학생들 귀가 서비스와 여성들이 안심 귀가를 요청할 때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

고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

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12월 4일에 창립

되어 2005년 5월 13일에 법인등록을 마쳤다.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초등학교 사회복

지교육 및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교육 등의 교육 훈련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인증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진천군과 함께 관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

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

라며 위생용품 및 생필품 키트 125박스(900만 원 상당)를 전달함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관내 취약 계층 600여 가구를 위해 김장김치 1,000㎏도 기탁했다.

21)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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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단체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보육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

설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공립 민간 보육 시설 단일협의체이다.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는

‘새싹들의 큰잔치’를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마술쇼, 캐릭터 퍼

포먼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존 등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특히, 스포츠 존에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달리기, 축구, 훌라후프 돌리기, 에어

바운스 놀이, 제기차기 등을 준비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신체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007년 4월 진천군 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매일 무료 간식 및 석식을 제공하고 종합검진·시력 검사·보안 서비스·치아 관리·두발 위생

관리 등의 교육 지원과 영양 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일 숙제를 점검하고 영

어 지도를 하는 등 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진천군 지역아

동센터협의회는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 교육, 문

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연계해 관내에 소

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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