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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시 승격과 미래전망

1절 행정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1. 지방행정 계층과 시의 위치

1)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

일반적으로 계층이란 상·하 행정 계층 간 수직적인 지휘·명령과 복종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 계층

은 성격상 두 가지의 개념으로 행정적 계층과 자치적 계층이 그것이다. 행정적 계층은 비

자치 단위 간 상·하 수직적인 지휘·복종관계의 체계를 의미하며, 자치적 계층은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 간의 계층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1) 지방행정의 계층 문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자치 계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는 농촌과 도시에 따라 시와 군이라

는 자치단체를 두고 있다. 인구 규모에 따라 면은 읍으로 읍은 시로 시는 광역자치시로 승

격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 계층은 감소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 계층

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2단계

로 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

도 1개, 도 8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 시 75개, 군 82개, 자치구 69개이다, 자치

단체의 수를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총 226개이다.

2) 지방행정 계층 구조와 시 승격의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 구조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해왔다. 현재의 도-시·군-

읍·면·동 체제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채택되었다. 해방 이후 도-시·읍·면 자치단체를

6장

1) 김학로(1988). 『도시화시대의 지방행정론』, 박영사.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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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실시하다가 1961년부터는 도-시·군 자치단체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 우

리나라의 지방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군 지역에서는 도-군의 2 자치 계층 구조, 면-리 혹

은 읍-동의 2 행정 계층으로 4계층이고, 일반 시에서는 도-시의 2 자치 계층 동 혹은 구-

동의 1 내지 2 행정 계층으로 3-4계층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행정계층은 다음과 같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 승격 기준은 인구가 비교적 조밀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도시적 산업

에 종사하며 경제적·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이 농어촌과 다른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그 행

정 수요의 특성에 맞도록 농촌과 구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 기

준 등)에 의하면,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첫째,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며, 둘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셋

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다. 이 경

우 군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되려면, 해당 지역

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

며,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이며, 해당 지역의 시가지

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정세욱(1984). 『지방행정학』, 법문사. pp.361-362.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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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의 행정 계층구조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19  페이지 497



2
부
행
정

498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매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62,133명에서 2010년 65,444명, 2015년

72,828명, 2020년 83,7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천군의 인구증가 요인은

2016년 17,508억 원에서 2020년 10월 72,533억 원으로 최근 5년 연속 1조 원대 투자유치

와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는 2016년 53,600명에서 2020년 62,900명으로 나타났다.3)

2018년 진천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91,385,000원으로 충북 최고의 수준4)이며,

2018년에 진천군 덕산면 인구 2만 명 돌파로 인해 2019년 7월 덕산읍으로 승격하였다. 이

와 같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진천군은 자

연적 증가인구 및 사회적 증가인구 예측에 의하면 진천군의 계획인구는 2030년의 계획인

구를 15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진천군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30년에 시 승격이 예상된다.5)

구분 세대수
인       구

계 남 여

2005 23,171 62,133 32,328 29,805

2010 26,006 65,444 34,707 30,737

2015 29,790 72,828 38,821 34,007

2020 39,455 83,718 43,836 39,882 

진 천 읍 13,749 30,013 15,389 14,624 

덕 산 읍 12,304 28,280 14,949 13,331 

초 평 면 1,696 3,218 1,659 1,559 

문 백 면 1,902 3,524 1,844 1,680 

백 곡 면 1,204 2,082 1,059 1,023 

이 월 면 3,278 6,067 3,204 2,863 

광혜원면 5,322 10,534 5,732 4,802 

<표 1> 진천군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3) (2020),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5만명 인구달성 방안」,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포럼 세미나
자료집, p.22.

4)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5) 진천군(2017),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 p.118.

(단위: 세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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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인프라 구축

일반적 도시란 다수의 인구만이 집적된 것이 아니고 집적된 다수 인구가 어느 정도 쾌적

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도시의 면모를 갖출 최소의 물리

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평면 적인 구역의 확산이나 인구수의 증가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도시로서의 제반시설이 조화있게 갖추어져야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

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양적·물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정 인프라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을 공급해 나가

야 한다. 왜냐하면, 2019년 진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0.8%로 전국 평균인 98.7%보다 낮

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78.5%로 전국 94.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천군은 시

승격을 전후하여 상하수도 보급률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과 의료 시설은 사회발전의 주요 지표이다. 진천군은 시 승격 이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교육·문화시설인 도서관, 극장,

공원 시설 등 공공문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생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교통·통신 시설을 갖춰 나가야 한다. 향후 진천군은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을 어느 정

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구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진천군 전국 평균 진천군 전국 평균

2005 61.5 90.7 49.4 83.5

2010 73.1 94.1 65.3 90.1

2015 81.8 96.5 75.3 92.9

2018 89.8 97.0 79.9 93.9

2019 90.8 98.7 78.5 94.3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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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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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국평균

<표 2> 진천군 상하수도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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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서비스 개선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후 인구 증가, 도시 시설 변화, 도시 제도 변화, 사회경제구조의 변

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 군 행정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발전

과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시로 승격한 이후

에 행정은 더욱 복잡하고 동태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문제를 처리하는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시 승격 이후 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서비스 구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에서 시로 승격하게 되면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 적합한 조

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로 승격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제도가 변화하며 도

시 기반 시설이 변화함으로써 행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기구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진천군이

시로 승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관련

하여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의 수를 2개 이상 4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승격 이후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민들

의 행정 수요에 적합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진천시로 승격하게 되면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와 공무원

의 증가가 필요하다. 진천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05년 114.0명, 2010년 119.6명,

2015년 123.4명, 2019년 109.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6) 진천군 공무원 수

는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28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진천

군은 향후 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수

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진천군이 시 승격이 되면 일반적 시 승격은 행정구역상 ‘동’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시 승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례입학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동’뿐이다. 향후 진천군의 진천읍과 덕산읍이 동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6)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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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005 62,133 545 114.0

2010 65,444 547 119.6

2015 72,828 590 123.4

2019 81084 745 109

<표 3>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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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 특성에 연계된 행정 운영의 방안

1. 지역 특성에 연계한 행정 서비스

1) 지역사회 맞춤형44 행정 서비스 제공

진천군은 ‘찾아가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7월

진천읍과 덕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

굴·지원’으로 실질적인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다.7)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의 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천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차량지원, 사회복지·간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사회복지 인프

라 확충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진천군을 ‘지역사회 통

합돌봄 선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생거진천 우리동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기

존 경로당8) 중에서 18곳을 마을거점돌봄센터로 지정해 마을 복지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

다.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역민들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 11월 13일 통합돌봄사업은 진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 의사회 등 13개 참

여 의료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13개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진천 모델형 지

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환경을 조성하게 되

었다.

7) 진천군(2016. 8. 3.), 『생거진천소식지』 제178호.
8) 진천군 경로당은 2013년 272개소에서 2018년 286개소 5.2%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읍면별 경로당은 진천읍

70개, 덕산면 39개, 초평면 36개, 문백면 34개, 백곡면 27개, 이월면 43개, 광혜원면 37개로 나타났다(진천군
(2013), 『통계연보』, http://www.jincheon.go.kr).

구분 지역명 경로당명 위치

1 진천 지석 진천읍 문화9길 6

2 진천 하목 진천읍 김유신길 117-3

<표 4> 생거진천형 거점돌봄센터(경로당)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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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맞춤형 정보 제공

진천군의 외국인은 2013년 3,612명에서 2018년 6,047명으로 2013년 대비 2018년에

67.4%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읍·면별로 외국인은 진천읍 1,522명,덕산읍 1,528명이

며, 이월면 1,474명, 광혜원면 884명, 문백면 436명, 초평면 178명, 백곡면 25명으로 나타

났다.9)

다문화가정은 2016년 2,496명에서 2019년 3,288명으로 2016년 대비 2019년에 31.7%

증가하였다. 2019년 읍면별로는 진천읍 1,334명, 덕산읍 842명, 초평면 95명, 문백면 131

명, 백곡면 87명, 이월면 264명, 광혜원면 535명으로 나타났다.

9)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구분 지역명 경로당명 위치

3 진천 사석 진천읍 금사로 395

4 진천 덕산분회 덕산읍 덕금로 839-16

5 덕산 매산 덕산읍 산수3길 8-2

6 덕산 천년나무 덕산읍 연미로 131

7 덕산 우미린 덕산읍 대하로 150

8 초평 초평분회 초평면 용정길 201

9 초평 구정 초평면 구정로 287

10 문백 내구 문백면 농다리로 1055

11 백곡 상백 백곡면 양백길 143

12 백곡 두주 백곡면 사송2길 21

13 이월 이월분회 이월면 송림5길 15

14 이월 대막 이월면 송길2길 33

15 이월 미잠 이월면 진광로 839-11

16 광혜원 광혜원분회 광혜원면 산단2길 127-10 

17 광혜원 광동부녀 광혜원면 바들말길9-1

18 광혜원 만디 광혜원면 만디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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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0년 진

천군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및 통합하는 홈페이지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의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진천군 외

국어 홈페이지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생거진천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천군 홈페이지의 주요 내

용은 진천군 현황, 문화, 관광 정보, 축제, 특산품·공예품 및 먹을거리, 산업과 경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최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

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구역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

소계 소계 소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진
천
읍

2016 1,147 351 386 203 183 242 9 233 168 119 49

2019 1,334 391 448 232 216 356 17 339 139 66 73

덕
산
읍

2016 357 122 115 55 60 66 * 63 54 31 23

2019 842 253 269 137 132 248 9 239 72 32 40

초
평
면

2016 105 40 23 15 8 31 * 30 11 7 *

2019 95 38 22 14 8 27 * 27 8 6 *

문
백
면

2016 106 38 26 15 11 26 * 25 16 15 *

2019 131 42 36 17 19 33 * 33 20 18 *

백
곡
면

2016 96 39 24 11 13 20 0 20 13 10 *

2019 87 36 20 7 13 28 * 27 * * *

이
월
면

2016 256 85 74 45 29 51 * 50 46 25 21

2019 264 105 77 50 27 56 * 54 26 13 13

광
혜
원
면

2016 429 120 159 73 86 103 6 97 47 36 11

2019 535 146 201 98 103 136 5 131 52 22 30

<표 5> 읍·면별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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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원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덕산혁신도시출장소가 행정전산망 구축과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하

고 2015년부터 전입신고 및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서비스10)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 덕

산혁신도시출장소는 덕산읍 연미로 813㎡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면적 1294㎡ 규

모로 민원실, 상담실, 대회의실, 서고 등을 갖췄다. 혁신도시팀장을 비롯해 총 3명의 직원

이 배치돼 혁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민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덕산읍은 2016년 대비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발급 현

<그림 2> 진천군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영어 홈페이지

중국어 홈페이지 일본어 홈페이지

10) 진천군의 민원처리실적은 2016년 132,408건에서 2018년 177,354건으로 33.95%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민원서류는 확인·증명/교부 143,980건(81.2%)이며, 기타 11,265건, 신고·등록 13,941건, 인허가 5,084건 순으로
나타났다(https://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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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살펴보면, 2016년 6,651건에서 2018년 15,200건으로 128.5%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민원서비스 처리는 확인·증명/교부 13,613건으로 전체비중 89.6%이며, 그다음으

로 신고·등록 1,320건, 인허가 2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천군은 혁신도시 입주

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 민원과 복지 수요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천군은 여권 신청 시 국제면허증 발급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접수를 받

아 면허시험장에 인편으로 전달 및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다. 

읍
면

연도 계
인가 · 
허가

특허 · 
면허

승인 · 
지정

신고 ·
등록

시험 · 
검사

확인 · 
증명 / 
교부

고충
민원

기타

소
계

2016 132,408 4,877 44 2,073 11,445 376 106,689 165 6,739

2018 177,354 5,084 43 2,246 13,941 682 143,980 113 11,265

본
청

2016 74,963 3,516 44 2,072 9,341 344 52,813 163 6,670

2018 109,545 3,840 43 2,213 10,788 640 80,775 109 11,137

진
천
읍

2016 29,102 744 - - 913 1 27,423 - 21

2018 28,442 609 - - 1,133 2 26,679 - 19

덕
산
읍

2016 6,651 123 - - 385 8 6,118 2 15

2018 15,200 231 - 5 1,320 26 13,613 - 5

초
평
면

2016 1,617 22 - - 101 1 1,490 - 3

2018 2,139 38 - 1 25 3 2,026 - 46

문
백
면

2016 2,142 104 - - 101 - 1,932 - 5

2018 2,484 48 - - 94 1 2,336 3 2

백
곡
면

2016 1,272 16 - - 68 - 1,187 - 1

2018 1,684 34 - - 40 4 1,602 - 4

이
월
면

2016 4,752 105 - - 203 - 4,436 - 8

2018 5,029 64 - 25 182 - 4,741 1 16

광
혜
원
면

2016 11,909 247 - 1 333 22 11,290 - 16

2018 12,831 220 - 2 359 6 12,208 - 36

<표 6> 진천군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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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 단지 조성

진천군은 관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

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하기 좋은 진천’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

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진천은 국내 139개의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

였다. 또한 진천군은 기업 수요에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천신척일반산업단

지, 진천산수일반산업단지, 광혜원복합산업단지, 진천 JC프로젝트 MOU 체결에 의한 신

도시형 복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최근에 진천군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 주요내용

명품도시
개발사업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진천읍 성석리 일원
면 적: 370,368㎡ (약11.2만 평)
기 간: 2018-2025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진천읍 교성리 일원
면 적: 355,227㎡ 
기 간: 2008-2021

진천 스마트 
테크시티 개발사업

위 치: 이월면 신월리, 진천읍 성석리 일원 
면 적: 3,625,000㎡ (약109만 평)
기 간: 2017-2026

광혜원 도시개발사업
위 치: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 
면 적: 210,000㎡ (6만 평)
기 간: 2018-2025 

초평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초평면 금곡리 일원 
면 적: 5,6780,000㎡ (172만 평)
기 간: 2018-2025

진천 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위 치: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일원
면 적: 대지 면적 6,400㎡ / 연 면적 8,336㎡
기 간: 2018-2023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이월면 사당리 일원
면 적: 약 23만 평
기 간: 2019-2024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문백면 은탄리 일원
면 적: 약 42만 평
기 간: 2020-2026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덕산읍 기전리 일원
면 적: 약 37만 평 
기 간: 2019-2026

<표 7> 진천군 주요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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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

1)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

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직화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제공되는 행정 서비

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진천군은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고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

에서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지역 특성에 연

계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천군은 지역 특성에 연계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2)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진천군은 적극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진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을 제정12)하였다. 이를 계기로 진천군은 적극 행정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행정 수요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

다. 결과적으로 진천군은 대도시 중심의 주거와 상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프라 집중

과 이용도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도시인 청주시와 천안시의 배후도시로서 지역적 연

계와 지역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메가트렌드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

근에는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입지와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특성과 동질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

려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충북혁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진천군은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13)을 활용하여 새

로운 테마로 관광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11) 최영출(2013), 「맞춤형 행정서비스 정책의 등장배경과 의미」, 『자치발전』 19-5, pp.22-28.
12) 진천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6일에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13) 진천군(2017), ‘행복 가능한 명풍도시 생거진천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pp.38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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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지역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

1. 지역공동체 의식의 실현

1)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공동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의미를 가진 의미로서 ‘특정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정신적 공동체’를 말한다.14) 혹은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

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

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정의

한다.15) 공동체 의식이 약한 지역의 지역구성원들은 파편화되어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지

역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성향이 약화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유발하고,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공동노력에 불참하려는 무

임승차의 욕구가 생겨나며,16)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 지역 간 또는 지역 내부의 갈등 원

인으로 발전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2) 마을공동체 현황

2020년 기준 진천군 마을공동체사업은 총 14개이며, 정보화마을 2개, 마을기업 6개, 농

촌중심활성화 4개, 녹색농촌마을 2개로 구성하고 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부

터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

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

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17) 2020년 진천군의 정보화 마을은 ‘꽃이피는 마을’, ‘명심체험마을’을 추진

14) 채혜원·홍형욱(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pp.33-44.
15)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20-1, pp.75-93.
16) 유재원(2003),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pp.105-125.
17)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사이트(https://www.inv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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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꽃이 피는 마을은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위치하며, 차령산맥이 병풍처럼 사

방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천혜의 기후조건과 맑고 풍부한 금강 상류의 청정지역으로 재

해가 없고 산물이 풍부한 마을18)이다. 꽃이 피는 마을은 정보화교육 및 컴퓨터 활용을 위

한 주민 교육장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서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명심체험마을은 진천군 백곡면

명심길에 위치하고 있다. 명심체험마을19)은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촌 휴양 체험마을

로서 체험학습장, 펜션, 황토찜질방, 향토음식당, 강의실, 농산물가공, 각종 체육시설 등을

완비하여 휴양체험, 농촌체험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쉼터의 명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

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

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사업 유형별로는 ㈜마차체험마을(관광체험),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공예품), 꽃피는 방앗간(일반식품), ㈜초평두타산(일반식품), 진천중앙시장상인회(물류배

송), 초평붕어마을(물류배송) 등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 현재 마을공동체 운영은 관광체

험, 공예품, 일반식품, 물류배송 등 도시형과 농촌형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운영 중에 있다.

18)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충북 진천 꽃이피는마을 사이트(http://samyong.invil.org).
19)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충북 진천 명심체험마을 사이트(http://myeongsim.invil.org).

마을기업 소재지 유형 업종
주생산품· 
서비스명

사업내용

진천중앙시장

상인회
진천읍 중앙동6길 20 물류배송 서비스업 배달서비스 시장물품 배달

㈜초평두타산 초평면 초평로 953-1 일반식품 제조업
두부, 도토리묵 

제조 
두부, 도토리묵 판매

초평붕어마을 초평면 초평로 1065 물류배송 서비스업 택배서비스 
명품시래기붕어찜 택배서비스,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마차체험마을 문백면 농다리로 34 관광체험 서비스업 체험 
수레 제작 및 마차를 

이용한 체험

진천공예사업

협동조합
문백면 공예촌길 116-3 공예품 제조업

공예품 

제작 판매

도자기 공예품, 

장식용 목공제품 등 판매

꽃피는 방앗간 이월면 수청길 20 일반식품 제조업 기름, 떡 제조 기름 떡 제조 판매

<표 8> 진천군 마을기업 현황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20  페이지 510



511

진
천
시
승
격
과

미
래
전
망

6
장

2. 지역사회의 갈등 및 해결 방안

1) 지역사회 내 갈등

대한체육회는 2009년 2월부터 광혜원면 회죽리 일대에 제2선수촌을 이전하기 위하여 진

천선수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진천선수촌 진입로 문제로 갈등이 발생되었다. 진천선수

촌 진입로의 높이를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게 설계하자 마을주민들이 산사태 위험

과 조망권 침해 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하고 갈등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

원회는 3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개최하였다.20) 특히, 2011년 3월 24일 진천군

광혜원면 회의실에서 김대식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영훈

진천군수 등이 참여하여 진천선수촌 진입로를 1m로 낮춰 건설하고, 산사태 및 침수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2) 지역사회 간 갈등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

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 5.)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 6.)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21)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

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의미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22)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하여 건설되었

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총면적 6.899㎢로 조성하였

다. 이전 공공기관은 정보통신·기술 기능군 4개 기관, 교육·인력 개발 기능군 4개 기관, 공

공서비스 기능군 3개 기관 등으로 아래의 <표 9>와 같다.

20) 진천뉴스 2011. 3. 24.,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집단민원 해결」(http://jinnews.kr/news).
21) 혁신도시 시즌2 홈페이지(https://innocity.molit.go.kr/v2).
22)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수도

권에 잔류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수도권으로 분산배치 함으로써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
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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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북혁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진천·음성군의 분리로 각종 공공시설배치,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 사안에 따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특히,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비율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업용지 비율은 진천군 12%, 음성군 88%로 지나치게 음성지역에 편중되었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진천 74%, 음성 26%의 비율로 진천에 치우쳐 있어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 진천·음성 택시 업계 갈등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경계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두 개의 행정

구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업 구역이 달

라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야기하였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 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택시는 구역 사업으로 구분

하며, 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 혁신도시는 공동생활 구역임에도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구분되

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택시 기사는 혁신도시 내 다른

군郡지역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였다.23) 즉, 혁신도시 내 버스터미널은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에, 진천군의 택시는 터미널 인근에서 상주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택시 업계는 심각한 갈등에 놓이게 되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2014년에 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택시와 버스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시계 외 할증

폐지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합

의를 하지 못했다.24) 이후 2016년 3월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청북도의 참여하에 협의를 추

구분 이전 공공기관

진천군 덕산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음성군 맹동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표 9>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현황

23) 충청북도(2017),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 타당성 연구』, pp.71-77.
24) 충청북도(2017),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 타당성 연구』,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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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으나, 진천군과 음성군의 명확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의견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

다.25)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내 택시요금과 영업 구역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충

청북도는 2018년 2월 2일 ‘충북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공고’하고 시행26)하

였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일원(6,899,000㎡)에 ‘택시요금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의를

거쳐 조정하되 공동 사업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게 하였다.

(2)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11개 이전 기관 및 입주민이 공공요금의 편차 등으

로 생활 불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공공요금의 불편사항부터 우선 해결”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천·음성군은 지속적인 협의와 의원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

통,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등 공공요금의 단일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진천·음성군의 모든 노선에 대해 기본요금(1,150원)과 택시요금의 지역

간 할증제를 폐지하였다. 2015년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20L 기준 340원으로, 주민세는 진

천군에서 2,000원을 인상함으로써 요금을 단일화하게 되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2015

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1월부터 전면 단일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

천·음성군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지역사회 갈등 해결 방안

(1)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족감,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

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협력적 행태로 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27) 이러한 지역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으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

과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 사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네트

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형성된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참

여 단체가 활성화되어 수평적 인간관계를 촉진하여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

25) 뉴시스 2018. 1. 22., 「충북지사 “혁신도시 택시 사업구역 조정 강력히 추진”」.(https://newsis.com)/
26)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27) 김대건(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9-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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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

다. 그러므로 진천군은 이를 위해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자발적 참여 단

체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는 학교, 직장과 기업, 종교단

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28)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주민 계층들에게 개방적·포괄적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으로써 어울림과 융합을 통해 공유와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확산할 수 있다. 진천군 내 다

양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나 입장의 차이가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

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공동체는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 간 그리고 지역 외의 다양한 이해

관계 당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

야 한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지역공동체의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분쟁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8) 박노동·정영윤 (201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4-17.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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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지속 가능한 장기적 과제 수립

1.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마련

1) 진천군 도시 기본 계획 수립

2030년 진천군 도시계획수립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

천’이다. 진천군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선도하는 창조경제’, ‘경

쟁력 있는 강한 농촌’, ‘함께하는 평생 복지’, ‘꿈과 희망의 문화 교육 도시’를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서 수립된 군 기본계획의 타

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충북혁신도시 준공, 국제교육문화특구 지정, 통합 청주시 출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25 진천군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재수립하였다.

또한 진천군 도시 기본 계획은 토지 이용·교통·환경 등 물리적 공간구조와 사회·경제·행

정·재정 등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29)

2) 진천군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진천군은 2011년 장기 종합 발전 계획(새오름Ⅲ)을 수립한 이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

발(2011), 국제문화교육특구지정(2013), 충북혁신도시건설(2013), 우석대 진천캠퍼스 개

교(2014), 대단위 신규산업단지 조성(신척, 산수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중부권의 거점

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요구하게 되었다.30) 이를 위해서는 진천군의

성장잠재력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다. 진천군은 산업, 자연,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생태적 지속가능성, 균형적 삶의 질을 동시

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다. 

둘째, 선도하는 창조경제이다. 진천군은 2011년 태양광 특구(지식경제부지정)로 지정되

어, 이월산업단지, 혁신도시, 신척산업단지 등에 태양광산업체를 유치하여 태양광발전 설

비의 수직계열화 촉진 및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1) 특히, 진천군은 태양 특

29) 진천군(2017), 『행복 가능한 명풍도시 생거진천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pp.1-43.
30) 진천군(2016),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새오름Ⅳ)』  pp.124-125.
31) 진천군 보도자료 2011. 10. 10., 「태양광시설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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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핵심 지역으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허브로서 이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신산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32) 수도권에서 진천군으로 이전해 오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지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제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

다.33)

셋째, 경쟁력 있는 강한 농촌이다. 진천군은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에서 환경, 에너지, 생명산업으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진천군은 에너지, 관광, 환

경, 친환경농업 생산물 유통을 연계한 6차 산업단지 조성 추진하고 미호강 유역 연대, 유

기농특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34)이 필요하다.

넷째, 함께하는 평생 복지이다. 진천군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35)라는 여건

을 고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진천군은

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꿈과 희망의 문화교육도시이다. 진천군은 2013년 ‘국제교육문화 중심도시 조성

을 위한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7

년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역량과 혁신

도시에 이전한 교육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장기적 발전 과제

1)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

진천 장기종합발전계획(새오름 Ⅳ)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 역사적인

진천시 출범에 대응한 도시 발전전략과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모

32) 진천군(2016),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새오름Ⅳ)』, pp.152-153.
33) 진천군(2016),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새오름Ⅳ)』, p.124.
34) 진천군(2016),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새오름Ⅳ)』.
35) 진천군의 출생자와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출생자는 2010년 629명, 2018년 545명, 2019년 619명이었으나, 사망자

는 2010년에 472명, 2018년 547명, 2019년 550명으로 2018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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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수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진천의 특색 있는 장기 발전전략과 과제를 추진하였다. 특

히,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1만 호 건설, 진천 일

반산업단지조성사업, 전국 제일의 혁신도시건설, 동서고속도로 북진천 IC설치 공사, 진천

I.C-금왕 간 국도4차선 확장·포장사업, 진천군립도서관건립,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교통물류가 발달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 기업이 지

역으로 유입하면 지역경제가 활성

화되어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발

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천군은 시 승격 이전

에 각 부분별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2020년 충청북

도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21-2040)’을 수립하였다. 따라

서 진천군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및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과 연계한

진천군 장기 발전 계획 수립(새오

름Ⅴ)이 필요하다.

2)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진천군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진천시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욱 윤

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천군의 각종 계획 수립은 각 부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

고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모든 진천군 주민들은 진천시라는 장기적인 넓은 안

목에서 진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시승격을 위한 기

반 조성하기 위해 진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36)

36) 진천군(2017),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p.129.

청주 연계축

세종 · 천안 연계축

수도권 연계축

군형개발축

개발주축(Ⅰ)

음성 연계축

백곡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

덕산면

진천읍

광혜원면

생태환경보전축

산림보호축

개발주축(Ⅱ)

<그림 3> 진천군의 균형개발·환경보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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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구조로 개편한다. 진천군 중부권역에 치우친 도시개발을 북

쪽 및 동쪽으로 확산시켜 다핵구조 개편을 실현하며, 충북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동부권역

의 도시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정주

체계에서 공생할 수 있는 통합 정주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진천군은 지속적인 정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분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교통망 체계 개편이다. 주변 도시와의 광역교통망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진천

군의 간선 교통망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도시개발축과 환경보전축의 설정과 함께 네트워크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시개

발축과 환경보전축을 설정하여 개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지역의 네트워크를 구

축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충북혁신도시 배후도시 개발을

통하여 충북혁신도시(신도심)와 덕산읍(구도심)의 상생발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진천 복

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동부 지역의 성장 유도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증

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에 활력 부여해야 한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내 산

업시설과 연계한 업기능 및 산업

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 공간 조

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은 국가

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청소년들을

위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

로 대한민국의 스포츠메카로 육성

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진천군은 전통적인 산

업을 유치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나 4차 산업 혁명

에 대응하여 산업입지와 인적자원

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수도권수도권

청주권, 세종권청주권, 세종권

개발주축

충남권충남권충남권

수도권

강원권강원권강원권

청주권, 세종권

개발부축

순환개발축

경기도

음성군

증평군

영월군

충청남도

광혜원광혜원

덕  산덕  산

이월이월

문백문백

백곡백곡

초평초평

진  진  천천

광혜원

덕  산

진  천

이월

문백

백곡

초평

<그림 4> 진천군의 도시개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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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회      전)진천군수

                          변해종      성균관유도회 진천군지부장

                          유재윤      진천군이장단연합회장

                          김길원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흥      농협 진천군지부장

                          남재호      진천군 새마을회장

                          김영철      사)한국예총 진천지회장

                          박충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오만환      한국문인협회 진천군지부 명예회장

                          남은숙      진천군 문화관광과장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진수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간사                     한미경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서기                     김태호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 편찬운영위원회

책임연구원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호표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경열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원             정진수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곽선우      청주대학교 지역가치창출센터 연구원

             강재성      청주대학교 지역가치창출센터 연구원

             박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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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생(生)분과
위원장                  홍성언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위원                     김  걸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전방진       충남도립대학 교수

                          김학훈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낙진       전쟁기념관 교육부장

                          김범철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중균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발굴팀장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박상일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강민식       충북대학교 박물관 선임연구원

                          김종준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채길순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박걸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제우       진천향토사연구회 회장

●거(居)분과
위원장                  연화준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명예교수

위원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호근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심재승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학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희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鎭)분과
위원장                  이현재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원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선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지용익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원

                          이애란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진식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김학훈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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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川)분과
위원장                  곽동철       (사)세계직지문화협회장

위원                     박호표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연승       한국작가회의 충북지회 회장

                          윤정아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정제우       진천향토사연구회 회장 

                          박원희       충북문인협회

                          김길영       양천고등학교 교감

                          장충덕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김형래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병철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양식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박병수        (前)청주대학교 교수

                          정제규       문화재청 전문위원

●이야기분과
위원장                  김윤희       충북수필문학회장

위원                     윤기윤       작가

                          이지효       중부매일 문화부장

                          조혁연       충북대학교 초빙교수

                          임미옥       청솔문학작가회장

                          김정애       수필가

█ 별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위원                     김용기       (전)진천향교 전교

                          남구현       이월농공단지 관리소장

                          박주갑       (전)교감

                          백원평       (전)진천군농업기술센터장

                          심정규       백곡신문 편집국장

                          안광세       광혜원면지편찬위원장

                          이상백       청년유도회 진천군지부 부회장

                          이재민       시인

(2권)진천군지내지-2부행정 수정(11.25)_2권  21. 12. 10  오후 3:20  페이지 523



군
지
편
찬

524

█ 교정·교열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위원                     강재성       청주대학교 지역가치창출센터 연구원

                          강지훈       청주대학교 지역가치창출센터 연구위원

                          곽선우       청주대학교 지역가치창출센터 연구원

                          김경열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경화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서원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운우       우석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김주영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박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교수

                          임옥규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윤정아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진수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 감수위원회

위원장              박호표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위원                     정재호       진천군 정책자문단장

                          김진식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진천군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충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위원                     남은숙       진천군 문화관광과장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남숙       일광(주) 대표

█ 진천군지 편찬협력회의

                          남은숙       진천군 문화관광과장

                          한미경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태호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황경수       편찬운영위원회 책임연구원

                          박호표       편찬운영위원회 공동연구원

                          김경열       편찬운영위원회 공동연구원

                          정진수       편찬운영위원회 연구원

                          곽선우       편찬운영위원회 보조연구원

                          강재성       편찬운영위원회 보조연구원

                          박순현       편찬운영위원회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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