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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복지

1절 복지정책과 시설 

1. 지역사회복지의 현황

1) 대상별 인구 현황

진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세대수 변화추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노인 인구 및 장애인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1) 세대수

세대 수는 총 33,431명(2018년 3월 기준)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합계를 보

면 해마다 세대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덕산읍 세대수는 2017년 이후 급증

하여 2018년 기준으로 진천읍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인다. 

4장

1) 본 자료는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대상별 현황 파악을 인용함.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29,437 30,592 32,786 33,431 

진천읍 12,650  12,927  13,161  13,235  

덕산읍 3,569  4,450  6,252  6,824  

초평면 1,654  1,664  1,667  1,658  

문백면 1,872  1,862  1,904  1,893  

백곡면 1,159  1,162  1,175  1,183  

이월면 3,545  3,455  3,420  3,383  

광혜원면 4,988  5,072  5,207  5,255  

<표 1> 세대수 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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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진천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205명으로 진천 군민의 6.9%이며, 가구 수로는 3,777

가구로 나타난다.(2018년 8월 기준). 유형별로는 기초생계급여 1,519명(1,149가구), 기초

의료급여 1,714명(1,244가구), 기초주거급여 1,599명(1,138가구) 기초교육급여 373명

(246가구)으로 나타난다. 

읍면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진천읍이 2,209명(42.4%)으로 가장 많으며, 덕산읍, 광

혜원면, 이월면 순으로 나타난다.

(3) 65세 이상 인구

진천군 65세 이상 인구는 11,996명(2018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80세 미만 전기 노령 인구 8,732명(72.7%), 후기 노령 인구가 3,264명

(27.2%)으로 나타난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진천읍에 4,396명(36.6%)

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월면, 덕산읍 순으로 나타난다.

구분 총 인구수 수혜자 수 비율(%)

합계 74,752 5,205 100.0

진천읍 31,230(41.8) 2,209 42.4

덕산읍 15,963(21.4) 752 14.4

초평면 3,357(4.5) 251 4.8

문백면 3,754(5.0) 340 6.5

백곡면 2,187(2.9) 209 4.0

이월면 6,921(9.3) 606 11.6

광혜원면 11,340(15.2) 710 13.6

<표 3> 읍·면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포

구분
2015 2016 2017 2018

가구 수 명 가구 수 명 가구 수 명 가구 수 명

합계 3,790 5,556 3,670 5,330 3,688 5,166 3,777 5,205 

기초생계급여 1,113 1,577 1,107 1,552 1,123 1,505 1,149 1,519 

기초의료급여 1,239 1,817 1,198 1,738 1,218 1,700 1,244 1,714 

기초주거급여 1,166 1,744 1,106 1,635 1,125 1,605 1,138 1,599 

기초교육급여 272 418 259 405 222 356 246 373 

<표 2> 연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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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현황

진천군의 장애인은 총 4,352명으로 진천군민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별로 보았

을 때, 진천읍이 1,648명(37.9%)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덕산읍

(16.6%), 광혜원면(12.4%), 이월면(12.3%), 문백면(7.9%), 초평면(7.6%), 백곡면(5.4%)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진천

읍(36.1%), 덕산읍(18.0%), 이월면(12.5%), 문백면(10.9%), 초평면(9.0%), 광혜원면

(7.4%), 백곡면(6.1%) 순으로 나타난다.

구분 총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명/%)

소계 65-79세 80세 이상

합계 74,752(100.0) 11,996(100) 8,732(72.8) 3,264(27.2)

진천읍 31,230(41.8) 4,396(36.6) 3,296(37.7) 1,100(32.9)

덕산읍 15,963(21.4) 1,601(13.3) 1,170(13.4) 431(13.0)

초평면 3,357(4.5) 1,118(9.3) 758(8.7) 360(10.8)

문백면 3,754(5.0) 1,069(8.9) 781(8.9) 288(8.7)

백곡면 2,187(2.9) 823(6.9) 572(6.6) 251(7.5)

이월면 6,921(9.3) 1,667(13.9) 1,172(13.4) 495(14.7)

광혜원면 11,340(15.2) 1,322(11.0) 983(11.3) 339(10.0)

<표 4> 65세 이상 인구 현황

구분 총 인구수
장애인 장애인연금

일반장애인 비율(%) 장애인연금 비율(%)

합계 74,752 4,352 100.0 512 100.0

진천읍 31,230 1,648 37.9 185 36.1

덕산읍 15,963 722 16.6 92 18.0

초평면 3,357 332 7.6 46 9.0

문백면 3,754 342 7.9 56 10.9

백곡면 2,187 233 5.4 31 6.1

이월면 6,921 534 12.3 64 12.5

광혜원면 11,340 541 12.4 38 7.4

<표 5> 장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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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관련 욕구 조사2)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천군민의 사회보장 욕구 조

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복지제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제4기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보장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아동돌봄, 성인돌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자료에서는

이 중 대표적인 5개 영역을 부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생활 여건(경제적 상황)에 대한 2017년 연간 가구 소득에 대한 금액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

한 금액인 경상소득의 전체 평균 금액은 3,481만 원이며, 아동가구 4,793만 원, 노인가구

2,013만 원, 장애인가구 2,938만 원으로, 아동가구의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매우 어렵다(1점) - 매우 여유롭다(5점)으로 응답하

였다. 전체 평균 2.67점으로 약간 어려운 편으로 인식하였으며, 대상별로는 아동가구 2.55

점, 노인가구 2.64점, 장애인 가구 2.61점으로 아동가구가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려운 편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전체 평균

(만원)
아동가구
(만원)

노인가구
(만원)

장애인가구
(만원)

근로소득 (기본급 등 세금공제 전 소득) 3,805 4,056 3,075 4,062

사업소득 (도소매업 등에서 사업지출을 뺀 금액) 4,873 6,240 3,094 3,000

재산소득 (금융, 임대 등 기타 재산소득) 1,891 2,086 2,157 150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양육수당 등) 907 600 898 834

사적이전소득 631 650 629 950

비소비지출 964 1,283 689 819

경상소득 3,481 4,793 2,013 2,938

처분가능소득 3,297 4,563 1,958 2,778

<표 6> 연간 가구 소득

2) 제4기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p.17부터 시작되는 욕구 조사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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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 정도를 하(1점) - 상(9점)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고, 전체 평균 4.17점

으로 중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대상별로는 아동가구 4.20점, 노인가구 3.94점, 장애

인 가구 3.80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장애인가구가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매우 만족한다(10점)으로, 전

체 평균 5.81점, 아동가구 5.79점, 노인가구 5.73점, 장애인가구 5.78점으로 전반적으로 삶

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다.

구분
전체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경제상태 423 2.67 .70 101 2.55 .74 188 2.64 .71 41 2.61 .80

사회경제적 지위 418 4.17 1.52 100 4.20 1.32 186 3.94 1.68 41 3.80 1.65

<표 7> 주관적 경제 상태와 사회경제적 지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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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관적 경제 상태와 사회경제적 지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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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림 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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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해 열악하다(1점) - 좋다(10점)에서, 전체 6.29점으로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상

가구별로는 아동가구 5.57점, 노인가구 6.66점, 장애인 가구 6.45점으로 아동가구에서 거

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다.

3) 지역사회복지 자원 현황

2019–2022년 동안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 자료에 의하면, 작성기준 당시 진천

군 내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은 97개소로 영유아 관련 기관 및 시설(50개소), 노인 관련 기

관 및 시설(22개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11개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7개

소),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시설(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영유아 관련 기관은 2018

년 기준 어린이집 50개소이며, 최대 이용 정원 수는 199명, 최대 종사자 수는 30명으로 나

타났다.

시설명 시설 종류 이용 정원 수 종사자 수

건영어린이집 어린이집 80 10

광혜원어린이집 어린이집 19 4

꿈꾸는초록별어린이집 어린이집 49 8

꿈나래어린이집 어린이집 199 24

나래숲어린이집 어린이집 65 12

나무별어린이집 어린이집 34 8

내안애어린이집 어린이집 20 5

덕산어린이집 어린이집 99 13

동산어린이집 어린이집 159 18

동심어린이집 어린이집 94 14

동화속어린이집 어린이집 35 3

만승어린이집 어린이집 144 16

멋쟁이토마토어린이집 어린이집 26 8

무지개어린이집 어린이집 15 3

문백어린이집 어린이집 99 14

문화어린이집 어린이집 80 7

벧엘어린이집 어린이집 69 10

<표 8> 진천군 지역사회복지 자원 현황 1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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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시설 종류 이용 정원 수 종사자 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어린이집 35 11

산호어린이집 어린이집 19 4

석미어린이집 어린이집 20 6

석장어린이집 어린이집 99 14

성공회어린이집 어린이집 97 12

성모어린이집 어린이집 99 13

소망어린이집 어린이집 92 10

아란어린이집 어린이집 69 10

아이사랑어린이집 어린이집 99 15

에덴어린이집 어린이집 43 4

예다음어린이집 어린이집 61 9

오네뜨어린이집 어린이집 19 5

은성어린이집 어린이집 49 8

이삭어린이집 어린이집 37 9

이솔어린이집 어린이집 120 14

이월어린이집 어린이집 152 17

자연은어린이집 어린이집 23 7

작은별어린이집 어린이집 90 15

장관2아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어린이집 44 10

장관어린이집 어린이집 127 19

제일어린이집 어린이집 129 17

조원어린이집 어린이집 170 30

조은영아전담어린이집 어린이집 89 22

천장관1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어린이집 44 10

진천어린이집 어린이집 151 17

초평어린이집 어린이집 35 8

튼튼어린이집 어린이집 19 6

하늘땅어린이집 어린이집 20 5

하람어린이집 어린이집 20 6

하하네어린이집 어린이집 19 7

해피트리어린이집 어린이집 20 7

햇살어린이집 어린이집 20 5

현대모비스진천어린이집 어린이집 15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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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총 22개소로 노인복지관 1개소, 양로시설 1개소, 노인공동

생활가정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

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총 11

개소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청소년 관련 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로 총 7개이며,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여성회관 1개소, 건강가정

지원센터 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로 총 4개소

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기타 대상별 복지 관련 기관은 총 3개소로 생거진천 종합복지

관 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시설명 시설 종류
입소/이용
정원 수

종사자 수

노인

청주원광효도의 집 양로시설 28 6

진흥복지원 노인공동생활가정 8 2

진천양업효경원 노인공동생활가정 9 1

평안의 집 노인요양시설 19 14

진천원광은혜의 집 노인요양시설 39 24

진천청담요양원 노인요양시설 13 12

가나안복지마을 노인요양시설 29 22

초평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6 17

사랑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2 16

솔마루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5 17

한빛실버파크요양원 노인요양시설 54 37

보현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0 15

요양원 행복의집 노인요양시설 21 15

사석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5 17

사랑의 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 3

신망애복지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7

행복한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7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5

자비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10

진천군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823 16

<표 9> 진천군 지역사회복지 자원 현황 2 -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족, 일반, 저소득,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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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시설 종류
입소/이용
정원 수

종사자 수

노인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 14

진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6

아동
·

청소년

다락방(多樂房) 공동생활가정 7 5

진천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29 3

광혜원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29 3

진천시민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32 3

뜰안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31 3

벧엘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29 2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19 2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29 3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 29,556 15

진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22,000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683 8

장애인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의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1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빛의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1

평화선교복지회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0 6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00 20

진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6

진천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 - 4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30 7

여성
·

가족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3

진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9

여성회관 여성복지 및 교육시설 20,000 2

드보라의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3

일반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700 0

저소득 진천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70 4

정신보건 진천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6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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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1) 지역사회복지의 시작

진천군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공식적으로 집대성된 계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

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 등 지역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공공·민간의 협동을 통하여 그 해결

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다.3)

<표 10>과 같이 총 4번의 계획이 발표되었고 각 적용 기간 4년마다 진천군의 복지정책 방

향이 설정되었다. 2020년 현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이 수행 중이다.

(1)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4)

진천군 지역 복지계획의 비전인 ‘함께하는 복지 하나되는 생거진천’을 수립하기 위한 기

본 방향으로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생산적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군민들의 자발적

인 봉사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군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구현에 있다. 

기수 적용 기간 비전 (VISION)

1기 2007 - 2010 함께하는 복지 하나되는 생거진천 

2기 2011 - 2014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진천건설

3기 2015- 2018 오복(五福) 넘치는 ‘생거진천’

4기 2019 - 2022 사람 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Human City)

<표 10>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3)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계획명이 3기부
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4) 본 자료는 1-4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한 기술로 각 계획마다 형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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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사회보장계획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과 군민건

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역할 확대하고 여성과 아동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활기반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지역사회 산업, 문화·관광, 생활환경과의 선순환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한 군민 밀착형

복지, 군민건강, 삶의 질을 향상케 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복지기반 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사회 기반 조성

•군정 전반에 복지개념 적용 및 전 공무원의 복지교육 실시

<그림 4>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 체계도

함께하는 복지 하나되는
생거진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복지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도시

•지역사회복지 시설 확충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복지 연계-협력

체계 구축

•생활 및 주거지원 확대
•의료 및 보건지원 확대
•소득창출기회 확대 및

교육 훈련 강화

•시민 및 단체 참여 활성화
•군민복지의식 교육
•복지관련 단체 지원 확대

•종합복지회관 신축
•재가복지시설 기반 정비

및 확충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확대
•의료시설 확충
•경로당활성화사업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

•주거환경개선
•취업교육, 자활사업, 자활

공동체, 교육지원 등
•의료 및 보건지원 확대방

안 마련
•자활의식교육 등

•복지정보망 구축
•자원봉사, 후원·결연·모금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시민단체 지원, 시민단체

정보네트워크 구축

VISION

MISSION

정책목표

이행과제

➜ ➜ ➜

➜ ➜ ➜

비전(vision)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진천건설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18  페이지 450



4
장
진
천
의
복
지

451

① 기본 방향

•진천군 행복지수 올리기: 진천군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일과 복지의 조화, 공공과 민간, 관련 단체 및 가정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지향

•환경과 복지의 조화: 진천군의 산업, 문화·관광, 생활환경 등 특수성과 복지사업 연계

•군민의 건강, 인권, 삶의 질 향상까지를 고려하는 복지사업의 다양화와 보편화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총량 확대를 위한 소규모 민간 복지사업 활성화

•복지 대상자 사례 관리

•시설 중심, 시혜적 복지 극복하고 생산적 복지와 인적 투자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실

현 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본 틀 재구성

•사회복지시설의 거점 기지화와 네트워크 형성

② 7대 목적 25대 영역

○ 진천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 진천군민의 인간다운 기초생활 보장

- 장애인의 정상적 삶을 가능케 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 진천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 One-Stop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자원교육(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 등)

-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동적 복지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참여촉진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만들기

-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 행복키움통장 2배 갖기 운동

○ 아동·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 공보육 구축(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접근성 제고, 보육료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보육시설장 및 교사 처우개선)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개발

-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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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 실버산업의 선진적 수익모델의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복지재원 확보 및 복지정책 확대

- 노인의 단순한 생활 시설보다 직업교육, 주·단기 보호 시설, 건강 관리 등 통합적 이용

시설 운영

○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

-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식확산

- 장애인 재가복지 지원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 다양한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의 행복지수 제고  

○ 건강한 사회 조성

- 군민의 건강 교육과 예방 활동

- One-Stop 평생 건강 관리 체계 유지

- 보건소의 진료 신뢰 확보 및 홍보

(3) 제3기 사회보장계획

군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행정으로 실천하는
오복五福 넘치는 ‘생거진천’

전략
목표

자립(自立) 장수(長壽) 강녕(康寧) 안전(安全) 즐거움(樂)

소득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

건강과 안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의 행복을 
만드는 가족의 

기능강화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이동 편의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핵심
과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체계 구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장애인 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지역자원 

접근성 강화와 
이동권 확보

지역주민생활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표 11> 제3기 진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 및 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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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민선 6기 슬로건 ‘나눔 복지 달성, 평생안전복지 구현’을 반영하여 나눔이 실현되

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오복五

福으로서, 부富(자립), 장수長壽, 강녕康寧, 안전安全, 즐거움[樂]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였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여 ‘군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행정으

로 실천하는 오복五福 넘치는 생거진천’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목표, 12개 핵심과제, 31개

세부 계획 추진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현재
2019–2022년 동안 시행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진천군 지역사회 복지의

현재를 확인해보았다. 제4기 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진천군의 민선 7기 핵심 아젠다(Agenda)는 현재와 미래의 조화로운 공존이며 비전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이다. 양적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질적 성장

으로 이어져 군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는 ‘사람

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Human City)’이다. 안심 케어, 나눔 복지, 여성 행복, 안

전, 맞춤 취업 등 나눔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어르신, 어린아이, 사회적 소외계층

을 포함한 진천군민의 다양한 대상을 모두 아울러 그들이 사회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전(VISION) 사람 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Human City)

7대 추진전략

포용적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서비스 제공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시티 조성

가족을 위한 해피시티 실현

활력 넘치는 실버시티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네복지 실현

마음껏 일하는 드림시티 실현

삶이 풍요로운 평생복지문화 확산

<표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체계와 목표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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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중·고교생 교복 무상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인의 여가

문화 정착, 소외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구한다는 목표로 민

선 6기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사회복지계획수립의 지역 주민 욕구(아동·성인 돌

봄, 기초 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생

활 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등)를 토대로 7대 추진 전략, 14개 중점 사업, 40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람 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Human City)

포용적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시티
조성

가족을
위한 

해피시티 
실현

활력
넘치는 

실버시티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네복지

실현

마음껏 
일하는 

드림시티
실현

삶이
풍요로운

평생복지문화
확산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읍면별 보건
기관을 활용한 

해피쉼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추진

생거진천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청소년 지원 
기관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아동돌돔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안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 운영

여성가족
놀이터 마련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 지원

빈틈없이 
채워주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강화

맞춤형 
노인복지 
활성화

노인심리상담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및 미등록 
경로당 

등록 지원

노인복지지원
시설 기반 확충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위문

민관협력 위기
가구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가구
단독형 화재 감

지기 보급

빈곤 사각지대
발굴

주거급여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 노인 
지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열정 가득한 
여성들의 
배움터 

운영 활성화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인력개발
지원 및 취업

연계

장애인 공동
작업장 활성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사업 추진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바람직한 장사
문화 확산위한
교육 및 홍보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진천군 
장례종합

타운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림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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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성과와 변화

① 성과

진천군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상 수상,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기초 생활 분야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서비스 제

공 분야 우수 선정, 보건복지부의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

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청소

년보호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에 대한 성과가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② 변화

진천군은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에너지’, ‘생활 인프라’ 등 총 4개 분야 6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진천형 뉴딜 사업’을 3820억 원(국비 1438억 원, 도비 573억 원, 군비 1326

억 원, 기타 48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이 사업내용 중 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1개 사업), ‘생활·고용안정자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보호’(2개 사업), ‘농

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3개 사업)의 총 6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해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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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복지 현황

1. 복지 자원 현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하면 진천군 예산은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총예산이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예산 역시 증가하고 있어 수혜를 입는 대상자가 늘고 있다. 2018

년 기준으로 진천군 총예산 대비 주민복지과 예산은 19.6%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노인기초연금 예산이 늘고 있으며, 포용적 복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보호 및 복지증진, 여

성복지증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영유아 복지증진 예산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모두

증가하였다.

진천군의 시설자원은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당시 기준 전체 35개소였으

나 2018년 기준 4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관련 기관 및 시설 50개소를 포함하면 총

97개소의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있다.

450,000,000

400,000,000

350,000,000

300,000,000

250,000,000

200,000,000

150,000,000

100,000,000

50,000,000

35,000,000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단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26,340,239
335,947,973

357,459,521

59,809,915 61,776,298 61,648,170
75,408,248

총예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보호 및 복지증진
영유아복지증진

384,348,561

<그림 6> 2015-2018년 진천군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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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관내 복지 자원은 노인요양원 1곳,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보호작업장 1

곳, 그 외 장애인 관련 기관 1곳, 여성 관련 시설 1곳이 새로 설립되어 진천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확충되었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시설이 3곳이 설립되어 청소년들이 복지 욕

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진천군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

한 도시를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

증을 할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2020년 지역사회의 아동권

리 보장실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지역 특색에 맞는 아동친화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0년 아동친화 예산은 진천군 총예

산(일반회계)의 18%에 해당되며, 추진과

제 수는 자체사업 110건, 국도비지원사

업 105건으로 총 215건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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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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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족 일반 저소득 정신보건

2014년 2018년

기타예산
347,496,902천원

82%

아동친화예산
75,901,915천원

18%

기타예산 아동친화예산액

<그림 7> 진천군 대상별 시설 현황 비교(2014, 2018)

<그림 8> 진천군 2020년 아동친화 예산 규모

5) 2020년 진천군 아동친화예산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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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건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보육, 교육경비, 도서관 등의 예

산액이 포함된 교육환경으로 42%를 차지하였으며, 놀이와 여가 31%, 가정환경 12%, 보건

과 사회서비스 10%, 안전과 보호 4%, 참여와 시민의식 1%6)로 향후 영역별 고른 분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상별 복지 현황

진천군 거주 노인 및 장애인, 5세 이하 아동,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1) 65세 이상 인구 현황

진천군 65세 이상 인구는 13,563명이며, 80세 미만 전기 노령인구 9,632명(71%), 후기

노령인구가 3,931명(29%)으로 나타난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진천읍이 4,887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덕산읍, 이월면 순으로 나타난다.

42%

31%

10%

12%

4% 1%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가정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참여와 시민의식

<그림 9> 진천군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 현황

6) 2020년 진천군 아동친화예산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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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대상 주요 복지 자원

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진천군 노인복

지관과 290곳의 경로당이 있다.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여가사업, 노인보호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특화 사업이 있으며, 경로당은 진천읍이 69개소로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덕산읍과 이월면이 43개소로 나타났다. 

가. 진천군노인복지관

○개요

구분
65세 이상 인구(명/%)

65-79세 80세 이상 소계

합계 9,632(71) 3,931(29) 13,563(100)

진 천 읍 3,586 (73) 1,301(27) 4,887(100)

덕 산 읍 1,541(72) 593(28) 2,134(100)

초 평 면 801(66) 419(34) 1,220(100)

문 백 면 787(68) 374(32) 1,161(100)

백 곡 면 587(67) 284(33) 871(100)

이 월 면 1,238(69) 567(31) 1,805(100)

광혜원면 1,092(74) 393(26) 1,485(100)

<표 13> 65세 이상 인구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진천읍 문화7길 12-6

운영법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법인 대표 박승구 지회장

관장 김원종

건물면적 대지면적 2,485,50㎡, 건축면적 760,15㎡, 건축연면적 2,127.27㎡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18  페이지 459



2
부
행
정

460

○시설내역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나. 경로당

지하 기계실, 들국화실, 예지실

1층 복지관 사무실, 관장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통합서비스지원실1, 통합서비스지원실 2, 노인회 사무실

2층 대강당, 회의실, 노인회장실

3층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2, 프로그램실3, 강당

별관 건강관리실, 문서고, 창고

노인여가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경로당운영
혁신프로그램

노인보호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지원사업, 치매예방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역복지연계, 사례관리, 사회복지현장실습, 조사연구사업

특화사업 신노년문화육성사업/선배시민대학 운영

<그림 10> 진천군노인복지관

읍면별 진천읍 덕산읍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합계

경로당수 69 43 36 34 27 43 3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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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 주거 복지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을 비롯하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에 위치한 노인 주거 복지시설에는 원광효도의 집이 있다.

③ 재가 노인 복지시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에 위

치한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는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가 있다. 주간보호센터로, 어르신들

에게 낮 시간 동안 보호와 식사 제공, 정서적,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위치 문백면 문진로 664

운영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시설장: 이현임) 

시설규모 및 형태 대지(1,475㎡, 446평), 건물(1,518㎡, 459평) - 지하 1층, 지상 3층 

신고일자 및 입소정원 2001. 8. 7. / 38명 

부대시설

생활 편익 시설: 식당, 물리치료실, 강당, 휴게실, 목욕실
개인실: 욕실, 화장실, 주방,서랍장, 불박이장
관리시설: 사무실, 응접실, 원장실, 직원실 등
옥외시설: 휴게시설(파골라), 텃밭 등

실별규모 1인실: 22개(6.25평), 2인실: 8개 (6.94-9.33평)

<표 14> 원광효도의 집 개요

위치 문백면 문덕1길 63

대표자명 이현갑 

지정일 2008. 5. 29.

서비스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재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월 12회 이용)

이용금액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수가 적용,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주요 서비스 

건강 관리(건강 치료, 건강 체크, 병원 동행 등)
기능 회복(재활 운동, 주1회 목욕서비스, 마사지 서비스 등)
사회 적응(야외(체험)학습, 공연 관람, 나들이, 산책 등)
심리 요법(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 등)
신체 활동(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인지 기능(공예 활동, 음악 활동 등)
기타 복리후생 (차량 운행 서비스, 점심 식사, 간식 제공, 이미용 서비스 등)

<표 15>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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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1) 장애인 등록 현황

2020년부터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되던 등급

체제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진천군 장애인 등록 인구는 4,495명이며, ‘심한 장애’ 1,642명, ‘심하지 않은 장애’ 2,853

명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563명으로 여성 1,932명보다 약 600명 정

도 많다.

(2) 장애인 대상 주요 복지 자원

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

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재활 시설로는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진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진천군

수어통역센터 3곳이 위치해 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934 708 1,642 1,629 1,224 2,853 2,563 1.932 4,495

<표 16> 장애인 등록 현황

<표 17>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위치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

진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복지관 1층

진천군 수어통역센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복지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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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거주 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

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평화선교복지회’,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의 집’,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빛의 집’이 있다.

③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는 ‘진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차미원)’이 있다.

<표 18> 장애인 거주 시설 현황

기관명 위치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의 집 덕산읍 대하로 195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빛의 집 덕산읍 대하로 195

평화선교복지회 이월면 이덕로 406-20

<그림 11>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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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1) 5세 미만 인구 현황

진천군의 5세 미만 영유아 인구는 3,338명으로 남아가 1,702명(51.0%), 여아가 1,636명

(49.0%)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다. 읍면별로는 진천읍(42.2%)이 가장 많으며, 덕산읍,

광혜원면 순으로 나타난다.

2020년 10월 통계청에 수록된 2018년 최종 진천군의 보육아동수는 총 3,077명으로 남자

아동 1,560명 여자 아동 1,517명으로 구성된다. 읍면별로는 진천읍(1,381명)이 가장 많으

며, 덕산읍, 광혜원면 순으로 나타나고,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 우선 순위 3곳은 민간(1,258

명), 국공립(526명), 사회복지법인(518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직업 재활 시설 현황

기관명 위치

진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차미원) 광혜원면 살천이길 38-2

구분
5세 미만 인구(명/%)

남 여 소계

합계 1,702(51.0) 1,636(49.0) 3,338(100)

진 천 읍 711(41.8) 697(42.6) 1,408(42.2)

덕 산 읍 641(37.7) 573(35.0) 1,214(36.4)

초 평 면 14(0.8) 23(1.4) 37(1.1)

문 백 면 34(2.0) 39(2.4) 73(2.2)

백 곡 면 17(1.0) 24(1.5) 41(1.2)

이 월 면 64(3.8) 67(4.1) 131(3.9)

광혜원면 221(13.0) 213(13.0) 434(13.0)

<표 20>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현황

읍면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직장 가정
합계

남 여 소계

합계 526 517 1,258 294 - 232 250 1,560 1,517 3,077

진천읍 155 157 796 157 - - 116 689 692 1,381

<표 21> 보육 아동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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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주요 복지 자원

① 어린이집

2020년 10월 통계청에 수록된 2018년 최종 어린이집 수는 57개소로 민간 어린이집이 23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정 어린이집이 15곳으로 나타난다. 읍면별로는 진천읍(26

곳)이 가장 많으며, 덕산읍(16곳), 광혜원면(9곳) 순으로 나타난다.

②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혜택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다. 진

천군에는 현재 총 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기관별 일일 이용 아동 수는 최소 19명부

터 최대 32명까지이다.

읍면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직장 가정
합계

남 여 소계

덕산읍 336 - 272 43 - 141 90 452 430 882

초평면 35 - - - - - - 20 15 35

문백면 - 89 - - - 91 20 103 97 200

백곡면 - - - - - - - - - -

이월면 - 80 19 - - - - 50 49 99

광혜원면 - 191 171 94 - - 24 246 234 480

읍면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직장 가정 소계

합계 7 6 23 4 - 2 15 57

진천읍 2 2 13 2 - - 7 26

덕산읍 4 - 5 1 - 1 5 16

초평면 1 - - - - - - 1

문백면 - 1 - - - 1 1 3

백곡면 - - - - - - - -

이월면 - 1 1 - - - - 2

광혜원면 - 2 4 1 - - 2 9

<표 22> 어린이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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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드림스타트센터

2010년 4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신규 시범지역으로 진천군이 선정된 후 당해 연

도 7월부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여 활발한 아동복지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래 사업 흐름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사례 관리자가 1:1 가정 방문

을 통해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영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가정환경

시설명 정원
일일

이용 아동
위치

진천지역아동센터 29 29 진천읍 점촌길 8

광혜원 지역아동센터 29 29 광혜원면 화랑6길 5, 301 (목화아파트상가 3층)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 29 29 진천읍 진광로 72, 상가동 205호 (우주동백아파트)

진천시민 지역아동센터 32 32 진천읍 중앙동로 38-9

뜰안 지역아동센터 31 31 이월면 대막2길 22

벧엘 지역아동센터 29 29 광혜원면 대금로 6-19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 19 19 진천읍 농다리로 1413

<표 23> 지역아동센터 현황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자선정 및 욕구조사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기초정보수집

사례회의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개인영역 구체화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병,의원
학교

신체•건강

정서•행동 가족지원

인지•언어

복지관

보건소 보육시설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가정방문,

내방)

종결

정신보건
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수련관 상담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방과 후
돌봄기관

지역
도서관

➞➞➞➞

<그림 12> 드림스타트 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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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가족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진천군은 2011년에 2010년 드림스타트 종합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

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7)

④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8)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

조)으로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

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기관 수행

사업은 크게 학대 피해 아동 사업, 아동 학대 예방 사업,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4) 가족

(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현황은 총 194가구로 일반 한부모 가구 중 모자가족 유형이 148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슷한 유형의 부자가족은 40가구이다. 그 다음으로

7) 진천군(2011), 『드림소식지』 2호, p24.
8)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http://cheongju.goodneighbors.kr/).

사업 사업 설명 사업 내용

학대 피해아동

아동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위기 개입과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그룹홈) 및 지역 아동
보호 시설 연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
상담 및 치료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아동 학대 
예방 사업

신고 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
무자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부모·교사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와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 교
육(PAPCM)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
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인 대안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실시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
참여 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PAPCM)
놀면서 배우는 권리(CRA)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 학대 예방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그 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동아리의 조직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
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례판정위원회
지역사회 연계 구축
자원봉사동아리 조직

<표 24> 지역아동센터 현황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19  페이지 467



2
부
행
정

468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청소년 모자가족이 5가구, 청소년 부자가족이 1가구로 총 6가구로 나

타난다.

한부모 가족 시설로는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이 있으나

2020년 10월 통계청에 수록된 2018년 최종 자료에서 보면 진천군에는 아직 시설이 존재하

지 않으며, 위기 여성을 위한 긴급복지시설 중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만이 1곳 있다.

(2) 다문화가족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처음으로 개소하였으며, 2016년 1월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통합하여 <표 26>과 같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합계(가구)
일반 한부모(가구) 청소년 한부모(가구)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모자가족 청소년부자가족

진 천 읍 96 76 18 2 -

덕 산 면 28 23 4 1 -

초 평 면 6 5 1 - -

문 백 면 9 7 2 - -

백 곡 면 6 3 2 - 1

이 월 면 15 7 7 1 -

광혜원면 34 27 6 1 -

합계 194 148 40 5 1

<표 25> 한부모 가족 현황

여성복지
시설별

여성복지
시설별

구분

시설수(개) 입소자(명) 퇴소자(명)
연말현재 

생활인원(명)

한부모
가족시설

모자보호시설 - - - -

미혼모자시설 - -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 - -

위기여성
복지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34 34 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 - -

합계 소계 1 34 34 6

<표 26> 한부모가족과 위기 여성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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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1) 여성 관련 정책

진천군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 회원 교육, 양성평등 의식

확산,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센터명 구분 세부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일 2008. 9. 22.

위치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시설 상담실: 93.6㎡, 소교육장(2개): 98.28㎡, 어린이 놀이터 및 수유실: 90㎡

<표 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센터명 구분 세부 내용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센터

개소일 2016. 1. 1.

위탁자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8명(센터장 1명, 상근 7명)

주요 사업
다문화가족 행복학교,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 등

위치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2층

<표 2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

정책 세부 내용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 9개 단체 

여성단체회원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1회, 
양성평등 기념 행사: 매년 9월
여성대회 개최: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전국 여성대회 참가

양성평등 확산 
양성평등 의식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양성평등 참여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2006.4. 12. 제정/ 2020. 5. 20. 개정) 

<표 29> 진천군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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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단체

진천군 여성단체는 ‘진천군 소재 여성 단체 간 협력과 친선 도모’ 및 ‘지역 여성의 지위 향

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992년 4월 6일 설립되었다. 여성단체는 10개 단체를 총괄하

는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필두로 여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다.

○일반현황

정책 세부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보호 기간 6개월, 3개월 연장 가능)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지정 

여성회관 운영
진천읍 상산로 42
운영 과목: 교양 교육, 기술 교육, 전문 교육 등
운영 기간: 3기 12개월(1기 4개월)

위치 진천읍 상산로 42 여성회관 내

설립 형태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목적 진천군 소재 여성 단체 간 협력과 친선 도모 지역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기여

단체명 회원 수 주요활동

진천군여성 단체협의회 811 10개 단체 총괄

고향주부모임 133 우리농산물애용운동, 고향농촌돕기운동

대한 어머니회 진천군지회 23 여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자질을 향상, 공익사업으로 복지사회 건설

생활개선회 470 농촌생활개선사업 선도적 실천,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아이코리아 진천군지회 20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부모교육을 통해 건전 성장 도모

여성의용소방대 50 화재 및 재난예방홍보

한국자유총연맹 40 자유수호활동홍보, 소외계층돕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진천군지회

20 소비자보호, 청소년지도, 이웃돕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1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진천군지회 24 양성평등 문화구현 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표 30> 여성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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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회관

여성 능력 향상과 잠재력 개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진천군 여성회관은 1994년 개관하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사업현황

취업 정보 제공, 요

리 교실, 의상 디자

인, 댄스 및 가요, 미

용 사업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취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경

력 단절 여성 및 구직

을 원하는 여성의 취

업 연계를 통해 가계

소득의 안정과 더불

어 직업훈련교육과

병행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여 경제 활동

을 촉진하고자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지원

본부에서 취업컨설

턴트, 직업교육매니

저가 파견되어 있다.

위치 진천읍 상산로 42

개관 1994.3.11

<그림 13> 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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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

(1) 청소년 사업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청소년기본법

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약 14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

학 동안 필리핀을 방문하여 문화탐방 및 친밀한 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약 40명 정도의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체

험, 학습지원, 자기 계발, 특별지원, 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명 구분 세부 내용

청소년
국제교류

목적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
청소년기의 폭넓은 꿈과 야망의 비전 제시
자아성찰과 가치관 확립으로 나라사랑의식 고취

관련 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추진 대상 청소년 14명 내외(진천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장 추천)

추진 시기 12월 – 익년도 1월

지원 단체 진천봉화로타리클럽

대상 국가 필리핀(블라칸주 말로로스시) 

주요 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홈스테이, 문화탐방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목적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활동을 통한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 지원

관련 법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위치 진천읍 포석길 37-10 진천군 청소년수련관(3층)

근무 인원 3명(팀장 1명, 담임 2명), 강사 7명 별도

운영 단체 (사)한국청소년육성회진천지구회

사업 대상 40명(초등학교 4학년~6학년) 

주요 사업 전문 체험, 학습 지원, 자기 계발, 특별 지원, 생활 지원

<표 31> 청소년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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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진천군의 대표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덕산 청소년 문

화의 집이 있다.

청소년수련원은 진천군 초평면에 위치하여 총 324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 자치기구와 청소년자원봉사동아

리가 있다. 덕산읍에 위치한 덕산청소년문화의 집은 북카페부터 댄스동아리실까지 다양

한 활동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① 진천군청소년수련원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초평면 평화로 403-132

숙박
시설 및 정원

39실, 총 324명(일반 324명, 중·고학생 344명, 초등학생 365명)

주요 시설
생활관,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수련의 숲, 분임토의실, 양호실, 운동장, 그린어
드벤처, 식당, 공동샤워장, 극기타워, 수상활동장

<그림 14>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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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천군청소년수련관

③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진천군 청소년의 상담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다. 진천군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해당 기관들은 만 9세부터 24세 이르는 청소

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5년 정부에서 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스

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9)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진천읍 포석길 37-10

주요 시설

강의실, DVD&노래연습실,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PC ZONE, 이야기 나눔터, 하늘데크,
분임토의실 1, 자치활동실 1,2, 휴게실, 다목적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실, 창작공방, 문화창작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목적 체육
관, 음악연습실 1

청소년 자치기구 진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진천군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2016년 5월, 진천군 내 중, 고교생 59명으로 구성된 순수 청소년 자원동사 동아리 ‘행진’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진천읍 포석길 37-10(진천군청소년수련관 4층)

지원 대상 만 9세-24세의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소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위치 덕산읍 대하로 50(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 옆)

주요 시설 댄스실, 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북카페, PC ZONE,

9)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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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진천읍 포석길 37-10(진천군청소년수련관 4층)

지원 대상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 내용

(학업 지원)학습동아,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취업 지원)적성 검사, 직업 탐색, 직업 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 설정 후 취업사관학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연계 취업 지원
(의료·복지)건강 검진 및 주거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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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2011), 『드림소식지』 2호.

진천군(2020), 『아동친화예산서』.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3기, 4기)」.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3기, 4기).

진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1기, 2기)」.

진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1기, 2기).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________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user/sub01_1.asp).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http://cheongju.goodneighbors.kr/).

충청북도 진천군 기본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678&tblId=DT_67801_K000045&co

nn_path=I2).

________

<그림 12> 진천군(2011), 『드림소식지』 2호, p4.

__________

<표 1>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0.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이며, 2018년도 자료는 3월 기준.

<표 2>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2,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이며, 2018년도 자료는 8월 기준.

<표 3>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2, 2018년도 8월 기준.

<표 4>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0, 2018년도 3월 기준.

<표 5>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4

<표 8>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6-57, 종사자 수는 2018년 10월 기준.

<표 9> 제4기 사회복지보장계획 p.56-57.

<표 13>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2020년도 9월 기준.

<표 16>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2020년도 6월 기준.

<표 20> 진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p.51.

<표 21> 충청북도 진천군 기본통계(https://kosis.kr/), 자료 재구성

<표 22> 충청북도 진천군 기본통계(https://kosis.kr)

<표 23>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표 25> 진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p.54.

<표 26> 충청북도 진천군 기본 통계(https://kosis.kr)

<표 29>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표 30>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표 31>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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