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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절 환경의 변화 과정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1)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1) 생거진천의 자연환경

진천 지역은 평야가 넓

고 토지가 비옥하여 산물

이 풍성하며, 한해와 수

해가 별로 없어 농업경영

이 순조롭고 인심이 좋아

살만하다 하여 생거진천

生居鎭川라 한다. 자연 그

대로의 생태환경이 문화

환경과 결합하여 생거진

천 자연휴양림과 자연생

태공원, 참숯테마공원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이 자연

을 배경으로 그림같이 펼

쳐져 있으며, 주변이야기

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형지세의 경우 북서

부 지역은 차령산맥이 북

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

3장

초평저수지

진천시내 전경

<그림 1> 생거진천 초평저수지와 진천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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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남동부는 해발 400m 이하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는 길게 침식분지

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U자형의 지형이다. 지형은 대부분이 구릉지로 표고 200m미만

이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지는 시가지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 및 수계는 미

호천과 백곡천, 초평천 등 12개의 지방하천과 176개의 소하천이 분포하고, 하천유역에는

진천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현재 백곡호와 초평호를 중심으로 관광기능이 확충되고 있다.

기후는 평균기온 13.9℃, 최고기온 평균 35℃이며 최저기온 평균은 –14.1℃로, 한서 차를

나타내고 있다. 연강수량 1,276.4㎜, 평균풍속은 1.52m/sec이다. 전반적으로 자연기상조

건이 안정되어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큰 재해는 발생

하지 않으며, 여름의 풍수해만 기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진천군의 상징인 군꽃 장미는 역경 속에서 불

굴을 딛고 일어서는 내고장 사랑의 향토애를 상징하며, 군새인 까치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랑어린 군민상을 상징함과 동시에 무리 지어 살아가는, 화합하는 군민성을 상징한다. 군

목인 은행나무는 긴 역사의 활기찬 진천군민의 정진의 기상을 상징한다.

(2) 의생활

진천지역의 평상복은 계절에 따라 의복의 재료와 구성이 바뀌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바

지·저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계절별로 겹바지, 솜바지, 홑저고리, 홑바지 등을 갖춰 입었다.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홑저고리와 홑바지를 입었는데, 주로 무명·모시 등으로 만들었다.

이는 평상시 활동이나 농사일을 할 때 주로 착용하였다. 겨울철에는 겹저고리와 겹바지를

입었으며, 솜을 채워 넣은 솜바지를 이용하여 의복의 보온성을 높였다. 일반적으로 외출을

할때는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이 또한 계절별로 옷감을 달리하여 활용하였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인 의복은 저고리, 적삼, 치마, 속곳, 바지, 버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의복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저고리가 짧아지고 깃이 좁아지며 섶, 끝동, 동정이 좁아져

저고리 전체가 작아지는 변화를 겪었다. 

진천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고리는 짧은 형태를 띠고, 치마는 발목 위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여성의 여름철 의복은 주로 무명

이나 모시를 이용하여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하여 입었다. 겨울에는 솜을 넣은 겹저고리를

입어 보온을 유지하였다. 평상시 활동에서는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와 통치마를 주로 입었

다. 평상시 작업복과 외출복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무명으로 만든 앞치마를 착용하기

도 하였다.

1997년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진천의 민속』에 의하면 진천읍, 이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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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면, 초평면, 백곡면, 문백면 등에서는 직물을 직접 짜서 의복을 생산하여 착용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직물을 짠 경험이 별로 없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천읍, 덕산면 등지에 장이 크게 섰으므로 상업

경로를 통해 의복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삼베·모시 등의

옷감을 이용하여 의복을 생산하였으며,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무명을 기본 재료로

하고 기온에 따라 의복에 솜을 넣어 만든 솜바지·솜저고리 등의 보온성에 중점을 둔 의복을

제작하여 착용하였다. 진천에서는 대체로 약 30년 전까지 베를 짜서 의복을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20년 전까지도 베를 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시

대 변천으로 인해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던 의복의 형성은 점차 상업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재화의 교환으로 의복을 구입하여 입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3) 식생활

진천군은 농토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으로 예로부터 쌀농사가 주

를 이루는 곡창지대이다. 따라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으며, 최근에는 밭작물인 오

이, 수박, 고추 등도 활발한 농사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산물의 재배로 인

해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저수지가 많고 물이 풍

부한 지역으로 민물에서 나는 생선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여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

다. 이처럼 전형적인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자연에서 채취한 다양한 음식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자연환경과 접목하여 생산시킨 음식들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진천지역의 향토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로부터 진천 지방의 주요 생산물

이었던 생거진천쌀을 이용한 생거진천쌀밥과 함께 진천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저수지

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인 붕어, 메기 등을 재료로 한 붕어찜이 있다. 먼저 생거진천쌀밥은

‘생거진천 화랑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메뉴 3종을 만들어 다양한 실험을 거쳐 진천군이

충청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만들어 낸 한정식 메뉴이다. 이는 7첩 반

상, 9첩 반상, 12첩 반상으로 구분되어 기본 반찬 17가지에 다양한 일품요리가 추가되는 형

식으로 진천군의 쌀밥집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화랑밥상은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좋기

로 이름난 생거진천쌀밥을 돌솥에 요리함으로써 좀 더 쌀의 풍미를 살리고, 다양한 지역 산

물을 활용한 반찬과 함께 내놓아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붕어찜은 진천군 향토음식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음식이다.

중부권 최대의 낚시터로 알려진 초평저수지를 중심으로 붕어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붕어찜은 진천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다. 1980년대 중부고속도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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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을 돋우기 위해 당시 초평저수지 등에서 자주 잡히던 참붕어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으

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특별한 보양식으로 자주 찾고 있다. 

진천군은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진천군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퓨전요리 등도 선보이고 있어 향토음식의 다양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

대의 변화에 따라 이주민 여성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음식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2009년에 열린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는 이주민 여성들이 참여하여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여 앞으로 진천군의 더욱 활발한 음식 문화의

발달을 보여주었다.

2) 주거 환경의 전개

(1) 주생활

진천지역의 주생활은 전통적인 양식과 구조를 가진 주거 건축 및 전반적인 주생활 행위

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진천 지역에 현존하는

주거 형태는 주로 19-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그 양식은 토담집과 일반적인

주거양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주거양식은 진

천군 초평면 용정리 일대에 남아 있다. 주거의 형태는 주로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ㄱ’자형 또는 ‘一’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주로 평면구

성으로 부엌, 안방, 건넌방 2-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툇마루 또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사

랑채가 위치한다. 규모는 대개 안채, 사랑채, 문간채를 포함하여 4-7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종류에 따라서는 15칸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집도 현재 남아 있다. 규모로 보아 전통

적인 양반가옥의 모습을 잘 유지한 가옥은 안채, 사랑채, 건너 채, 대청마루 등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주거의 구조는 대개 콘크리트나 자연석으로 초석을 세우고 사각에 방주를

세워 틀을 잡은 형태이다. 안채는 주로 동향으로 되어 있고, 북측에는 안방과 부엌이 있으

며, 남쪽에는 사랑방을 주로 배치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북측에 감실을 마련하여 조상의 위

패를 모시기도 했다. 지붕구조는 대개 3량가로 처리하였는데,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상

부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보통 홑처마이며 팔작 기와지붕으로 구

성된 보편적인 형태를 보인다. 난방 및 취사의 형태는 재래식 부엌으로 현재까지 보존된 가

옥 중에는 현대식으로 어느 정도 개량한 형태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거와 관계없

이 전통적으로 아궁이와 가마솥이 배치된 재래식 부엌의 형태이며 온돌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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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돌방의 경우 아랫목과 윗목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통칸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진천 지역에서 전통적인 주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전통가옥은 6채

가 있다. 이들은 김영구 가옥, 이상린 가옥, 정덕기 가옥, 용정리 경주이씨 종가, 전봉석 가

옥, 이상영 가옥 등으로 진천군에서 보호하고 있다.1)

(2) 주거양식의 전개

우리나라 서민의 주생활 양식은 주로 새마을운동 이후 부엌과 수도시설 등에서 많은 변

화를 가져 왔다. 진천지역 또한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붕 개량, 수도시설 증축, 화장

실 및 부엌 개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진천 지역의 서민 주거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각 생활공간의 개조와 난방 및 취사 방식이 바뀐 일을 들 수 있다. 특

히 콘크리트, 시멘트, 유리 등을 기본자재로 하여 페인트를 활용한 건축 형태의 변화가 일

어났다. 현재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통가옥을 보면 점차 내부 공간을 전체적으

로 개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외부 벽체를 시멘트로 마감 처리한 것으로 보아 건축자재

들의 변모와 함께 가옥 양식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안방과 부엌 부분에는 지붕 처마 선

에 맞추어 유리문을 달아 내부 생활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조한 부엌은 현대식 입

식 부엌의 모습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옥의 모습은 점차 다양한 건축 형태가 도입되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개방적이었던 구조는 내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아 보온을 유지하

였고, 화장실과 부엌 등은 아궁이에서 벗어난 입식 부엌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3) 주택유형의 변화양상

진천군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아파트의 시작을 살펴보면, 진천읍 교

성리에 있는 무궁화아파트가 진천군에서 지은 최초의 아파트이다. 1981년 12월 준공된 20

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서, 2007년 10월 25년 만에 새롭게 재건축되기도 하였다. 이후 아

파트는 점차 늘어나 전형적인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2000년 후반 매년 약 400-500

세대씩 줄어들었다. 이로 보아 단독주택은 점차 줄어들고, 공동주거 형태인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세대주택은 2003년 이후 조사된 통계결과 큰 변동

사항은 없으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형태 또한 줄어들고 있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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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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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거생활이 안정된 형

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천군의 가구 수는

2020년 8월 현재 31,023

동, 주택 수는 38,376호

이며 이 중 단독주택이

13,914호(36.3%), 아파트

가 19,195동으로 단독주

택과 아파트가 대부분

(86.3%)을 차지하고 있으

며,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

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의 주택보급비율이

(50%) 과반수로 아파트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123.7%로 충북평균 110%

보다 높은 수준이다.2)

3) 진천의 마을

(1) 자연유산을 안은 마을-문백면 구곡리 농다리

문백면에서 구곡리는 거북산, 제비산, 망태산이 품은 고장이다. 구곡리 구산동 마을은 양

쪽으로 묵직하게 버티고 서있는 숲 사이로 내구, 중리 마을로 이루어져있다. 마을의 가장

양지바른 쪽을 커다랗게 둘러싸고 있는 지밋산은 예부터 마을의 홍수와 화를 막아 주는 부

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부모산’으로도 불리고, 아무리 큰물도 산 앞에서 돌아서 나

간다고 하여 ‘수구막’으로도 불린다. 구곡리 165-15번지에는 1982년 11월 11일 진천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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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천군 홈페이지 진천정보공개 인구현황, 주택보급률현황, 2020.08.

이월면 노원리 진천 신헌 고가

진천읍 주공아파트

<그림 2> 진천군의 주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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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

나무는 약 300년의 수령

으로 높이가 18m, 둘레

가 1.5m 정도 된다. 구산

동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

무 옆에 정자를 지어 쉼

터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정자는 1994년 9월에 지

어진 뒤 ‘구산정龜山亭’이

라 이름이 지어졌다.

농다리길을 따라 외구

와 내구, 중리마을로 이

어진 길을 가다 보면 시

원스레 펼쳐진 경치와 함

께 고즈넉이 자리한 농다

리와 농다리전시관을 지

나 농다리로 이어지는 길

로 들어서면 조롱박터널

이 있다. 이곳을 지나서

길 왼편을 보면, 농다리

전시관과 농다리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농다리 위를 지나가는 여인들의 그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재미있는 시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 뒤편에 규모는 자그마

해도 비교적 높게 왼편 길 한쪽에만 약 2.5m 높이로 정교하게 쌓아져 있다. 돌담의 정확

한 명칭은 구산동 ‘수호성’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2) 과거와 현대의 조화-덕산읍 용몽리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인 용몽리 용소마을은 1974년 ‘우수 새마을 대통령상’을 받은 마

을이다. 덕산읍의 중심부이기도 한 용몽리 시장마을은 예전에 구말장이라고도 불렸던 덕산

장이 크게 번성했던 곳으로 진천장과 규모를 나란히 했었다. 용몽리 시장은 1985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용몽리 시장도로가 정비되면서 옛날보다 길이 넓어져서 사람들이 드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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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면 구곡리 마을 전경

농다리 전경

<그림 3> 문백면 구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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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전보다 수월하게 되

었다고 한다. 반면, 현대

로 들어오면서 길이 넓혀

지고 시내버스가 오감에

따라 사람들이 용몽리 시

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진천읍으로 빠져 버려 시

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다. 용몽리 용소마을에는

다른 마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규율이 하나 있

다. 누구든 외지 사람이

용소마을에 둥지를 틀면

마을로 ‘입계’를 한다고

해서 1961년부터 시작된

‘신입계’에 들게 하여 단

합과 친목을 도모해오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인 세왕

주조 건물은 근대식 목조

건물이다. 백두산에 있는 전나무하고 삼나무를 압록강 제재소에서 켜서 수로를 이용해서

옮겨 와서 지은 건물이다. 이 양조장은 1930년 9월 2일 목수 성조운이 지었고, 2003년 6월

30일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58호로 지정되었다. 양조장 바깥에서는 전혀 현대적인

것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천군 용몽리 농요는 덕산읍 용몽리 일원에서 행해지던 민요이다. 경로 효친 사

상을 담고 있으며, 농부들의 피로를 잊고 흥을 돋우는 노래이자 진천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재로서 농촌 사람들의 고된 일에 힘을 주는 농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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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세왕주조 목조건물

<그림 4> 덕산읍 용몽리

덕산읍 용몽리 용소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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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경대표 생산지-진천읍 삼덕리 생거진천쌀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鎮川

死居龍仁’이란 말이 있다. 살아

서는 진천에서 살고 죽어서

는 용인으로 가라는 말인데,

그만큼 진천군은 예부터 먹

을거리가 풍부하여 살기 좋

은 마을이었다. 진천지역에

서도 특히 진천읍 삼덕리는

진천군 쌀 생산의 중심지 역

할을 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

고 있는 마을이다.

1932년 진천군에서 편찬

된 『상산지常山誌』 토산土産 편

에, 진천 지역에서 연간 6만

여 석의 쌀을 수확했다는 기

록이 있다. 당시의 전국 통

계를 보면, 단보당 평균 수

확량이 9말 3되였다는데, 진

천은 11말 5되를 수확해서

곡향穀鄕으로서 명성을 크게

떨쳤다는 것이다. 2002년부

터 생거진천쌀로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삼덕리 덕문이 방죽에 임꺽정이 살았다는 전설과 고려시대 임연 장군의 집터이기도 했다

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삼덕 마을에는 주민화합의 전통인 대동계과 연반계가 있다. 대동

계는 음력 설 명절을 지내고 보름 명절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남녀노

소 구분 없이 마당이 넓고 부유하게 사는 집에 모두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마을의 운영 실

태를 회고와 반성을 하는 것이다. 연반계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연령이 비슷한 남자들이 조

직해서 운영하는 계로서 위친계라고도 불린다. 곗날이면 음식을 해서 어른들을 모셔서 먼

저 드시도록 권하고, 아이들은 맨 나중에 먹도록 하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효행의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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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베기를 하는 이장님의 모습

<그림 5> 진천읍 삼덕리

쌀 생산지인 덕문이들과 삼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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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의 전개

(1) 산업과 인구변화

1970년 이후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우선 1970-1990년에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에 따라 나타난 농촌 인구의 유출과 같은 일반적인 현상

과 일치되고 있다. 다만 진천군의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부터

농공단지 조성으로 그나마 인구 유출이 상당히 억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경

우 1990년에 비해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진천읍, 광혜원면 등지의 인구 증가세가 두

드러졌다. 2008년 이후 2000년과 비슷하여 전반적으로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광혜원면의 경우 약 1,000명 이상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혜원면의 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인구가 크게 유입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

(2) 교통과 지리환경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도시와 교통이 편리함에 따라 종래의 미작농업은 고품질 상

품 생산과 원예농업으로 전환되었고 공업화가 촉진되었으며 우수한 관광 자원과 국토 중심

부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 등으로 배후에 풍부한 관광 시장을 지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 및 수도권, 청주·대전 등의 대도시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진천군 발전에 기폭

제가 되었다. 한편 진천군에는 철도는 통과되고 있지 않으나 인접한 증평군에는 충북선이

통과하고 있어 청주, 충주, 방면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진천군에는 중부고속도로 이외에도

국도 17호선, 국도 21호선, 국도 34호선 등이 있고 충청북도 간선망으로는 지방도 510호

선, 지방도 513호선, 지방도 587호선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의 분산과 집중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군도 3호선, 군도 10호선, 군도 14호선 등이 있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다.

(3) 농업의 발전-미작농업과 원예농업

진천군은 전통적으로 양질미를 생산하였으나 진천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등

판로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전국 처음으

로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 사업에 착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1991년에는

진천쌀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부터 진미벼 종

자를 도입하여 청결미 가공 공장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진천쌀은 더욱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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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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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증대되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10월 17일에 진천군 문백면을 중

심으로 초평면, 진천읍, 백곡면, 이월면 일대의 980여 가구가 참여하는 13.35㎢를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하였다. 2011년까지 미생물 배양액 등의 친환경 농자재 시설, 농축산물 생

산시설, 자원순환 농업을 위한 가축분뇨화센터, 저온 저장 등을 갖춘 농산물 유통 시설 등

이 들어서게 되고 단지 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전통적인 쌀농사에서 확장하여 과수·채소·화훼 등의 원예 작물의 생산

이 크게 증가되었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건강 위주로 변화되고 있어 신선

한 채소류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 시설이 확대되고 재배 환경과

기술 등이 현저하게 발달되었다. 게다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등 대도시와의 교

통이 편리함에 따라 채소는 연중무휴의 재배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채소는

시설 재배로 이행하게 되었다. 진천군은 화분 산업의 불모지였으나 1989년 이월면 삼용리

의 40,000㎡에 정지호 지도사의 지도로 장미를 심은 것을 시발로 화훼 농가가 크게 늘어서

1989년 8농가에서 1993년 20농가로 늘었고 화초의 종류도 장미 외에 안개초, 관엽초 등이

추가되고 재배 면적도 증가했다.4)

(4) 공업의 발전-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진천군은 수도권에 비교적 근접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데다가 1987년 중

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하여 산업 입지 조건이 매우 좋아졌다. 그리

하여 1980년 이후에 진천군은 상당히 유리한 투자 지역의 하나로 부상되어 투자가 활발해

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농업 위주 지역에서 제조업 위주의 공업 지역으로 점차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간 정부에서는 1986년 농어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986-1991년까지 전국에

180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1991년도 말 진천군에는 진천농공단지, 광혜원농공단지, 덕산농공단지, 초평농공단지 등

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까지 20여 년에 걸쳐

진천군의 공업은 매우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천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집중하여 2018년 현재 농공단지 8개소에 64

업체가 입주하였고, 산업단지 8개소에 157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조성중인 산

업단지에도 우량기업이 지속적으로 입주 할 예정이다.

2
부
공
간

504

4)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2  페이지 504



(5) 관광업의 발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진천군에는 산수가 어우러져 관내에 평사낙안平沙落鴈, 우담제월牛潭霽月, 금계완사錦溪浣紗,

두타모종頭陀暮鐘, 상산모운常山暮雲, 농암모설籠岩暮雪, 어은계석漁隱溪石, 적대청람笛臺晴嵐 등 상

산팔경常山八景의 경승지가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 진천군 3대 하천인 미호천, 백

곡천, 초평천 등이 만나는 문백면 평사리에서 소두머니[일명 우담牛潭]까지의 미호천 유역

에는 평사십리라고 할 만큼 금모래 가운데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양쪽에 깎아 세운 듯

한 절경이 계곡마다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진천군에는 만뢰산, 두타산, 덕성산, 환희산 등의

명산과 초평저수지, 백곡저수지, 덕산읍 옥동리 옥동의 연꽃방죽 등이 있어 산수가 어우러

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였던 문백면 사양리 일대, 진천 농다리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전원 지역 펜션의 꿈과 같은 휴식처 등이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 천

룡골프장, 천룡 CC, 에머슨 골프클럽, 히든밸리 골프장, 골프존 카운티 진천, 화랑 골프장

등의 아름다운 운동·휴식 공간 등의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관방 유적 16개소, 전적지 2개소, 공공건물 8개소, 불교 유적 54개소, 비석 124개소, 유

교 유적 29개소, 분묘 11개소, 선사 유적 26개소, 도요지 38개소, 고건축 8개소, 기타 석보

물·목조물 유적 153개소 등 총 469개소의 문화 유적지가 있다. 문화 유적의 특징은 불교 유

적이 많고, 세거 가문과 관련된 묘, 묘비, 신도비, 사적 등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농경 사회의 귀중한 무형문화재가 되고 있는 진천 용몽리 농요가 있다. 

그리하여 진천군에서는 1986년 이후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16만

7,800명, 1995년에 39만5,640명, 2000년에 139만1,530명, 2005년에 100만4,076명이 방

문하였다. 최근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보면 2014년 118만5,238명, 2015년 116만

8,224명, 2016년 121만7,180명, 2017년 134만3,643명, 2018년 125만6,566명으로 평균

120만 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지역별 관광객 방문지는 1990년대에는 초평저수지,

백곡저수지, 진천 길상사 등 자연관광자원과 고건축물 위주로 방문하였고,5)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다리(초롱길)와 진천종박물관, 만뢰산생태공원, 생거진천휴양림 등 현대적으

로 조성된 관광자원이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6) 그런데 진천군은 잠재력이 매우 우수에도

불구하고 역내 관광지 간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하여 관광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3
장
환
경

505

5)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6)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https://kosis.kr).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2  페이지 505



2.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으로 생활환경의 복지분야는 크게 주민

복지, 생활안전, 문화관광, 부동산건축과 생활편의 시설로 나뉘어진다. 주민복지분야는 주

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어르신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있

다. 생활안전민방위는 생활정보, 안전신고, 재난대비,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교육체험

관, 민방위정보이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시설, 체육 시설, 휴양공원시설, 축제공연전시,

관광분야이다. 부동산건축분야는 부동산 정보, 건축정보이며, 생활편의 시설로는 의료기

관과 석유/가스, 금융기관 등이 있다. 진천군은 1990년대 이후 각 분야의 전문센터들을 건

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소외 계층 및 지역 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6년 1월 착공하였고, 2007년 12월 「생

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취미, 건강, 교양, 봉사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

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빨래방을 설치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과 중증장애인 가정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매월 2회씩 수거해 세탁을 거쳐 배달하고 있다.

2008년 9월 22일 개관한 이래 연인원 약 10만여 명, 하루 평균 6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7)

생활문화의 중심인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

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을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여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삶의 질 향상과 자치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02년 광혜원면주민자치센터를 시작으로 복층형의 센터가 진

천읍과 6개 면에 건립되어 행정복지가 전 군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주민생활활동의 중심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여가(문화교실과 전

시회)와 생활체육(건강), 정보활용(컴퓨터와 인터넷)과 사회교육, 지역사회진흥운동(도서

관과 소외가구, 환경정화)과 복지(미용과 의료)의 6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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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회관은 1994년 건립하여 기술, 교양, 직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 교육과 각종 특강 등을 통해 여성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진천군 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진천원광은혜의집은 2007년 개원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의 노인이나 장기 요양 1-2등급 환자를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천군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과 가장 및접한 진천읍에

위치하여 교육과 자치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련관 3층에는 청소년 방과 수 아카

데미가, 4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 6만 이용자와 11개의 국가인증

프로그램, 20여 개의 문화강좌와 청소년자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8)

2) 생활문화체육 시설

생활문화체육시설로는 2003년 화랑관이 군민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 체육 시설로서 경기장 뿐 아니라 문예시설

로 복합화하여 2018년에는 약 6만 명이 대관하였다.9) 생거진천종합운동장은 2007년 개관

3
장
환
경

507

8)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9)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표 1>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 운영 개요 

명칭 위치 및 면적 설치 개소일 주요 시설

진천읍주민자치센터
상산로 65
(465㎡)

2004 2004.07.20.
2층 : 회의실
(국학기공, 선체조, 풍물 등의 프로그램 운영)

덕산읍주민자치센터
덕금로 829

(736㎡)
2005 2006.6.22.

2층 : 청소년 공부방, 탁구장, 다목적실 등
부속건물 : 체력단련실

초평면주민자치센터
초동로 45-6

(500㎡)
2003 2003.11.26.

1층 : 건강관리실, 3층 : 탁구장
초평복지회관 : 프로그램운영

문백면주민자치센터
옥성1길 21
(1,299㎡)

2012 2012.05.03.
1-2층 :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운영

백곡면주민자치센터
백곡로 904
(474.36㎡)

2010 2011.08.26.
1층-2층 :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이월면주민자치센터
진광로 729

(419㎡)
2009 2009.06.12.

1층 :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2층 : 대회의실, 주민자치연습실

광혜원면주민자치센터
화랑길 86
(1,135㎡)

2002 2002.03.29.
1-2층 : 건강관리실, 예식장, 회의실
부속시설 :  별관식당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2  페이지 507



하여 도민체전과 각종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진천국민체

육센터는 2013년 건립된 공공체육

시설로 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

장 등을 담고 있다. 

3) 공원녹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생태의 연구와 보전, 생태, 환경교육과 다양한 관광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으로써,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우리 진천읍 연곡리

일원에 면적 11만8,507㎡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개원하였다. 도당공

원은 2008년 충혼탑, 6·25참전비 등 나라사랑의 교육장으로 조성되었으며 2008년 개보수

를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였다. 2005년에 건립한 역사테마공원은 야외공연장과 각종 체육

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춰 지역주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9년에

는 소나무, 2014년부터는 조경수를 보강하여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화랑공원은

2004년 건립한 생활체육공원으로 풋살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등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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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관

생거진천종합운동장

<그림 6> 생활문화체육 시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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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가능한 야외무대가 있는 문화체육놀이 공간이다. 문학공원은 2006년 진천읍 교성리

에 조성하여 훈민정음 피라미드 전경과 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갖추었다. 근린공원으로는

2009년에는 덕산면 용몽리에 덕산근린공원, 2008년 광혜원 광혜원리에 광혜원화랑공원이

만들어졌다. 

산림활용에 있어서 산림욕장은 2004년 진천읍 행정리에 약 3,0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옹

달샘과 휴게편의 시설, 야생화 86종 10만 복 등을 갖춰 봉화산으로 연결된 등산로를 따라

군림의 산림욕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은 백곡면 명암리 무제산 일

원에 위치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휴식공간과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연립동,

등산로, 유아숲체험원 등을 주요 시설로 담고 있다.

4) 보건위생

공공 의료기관으로는 진천군보건소 1개소가 있으며 진천군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 6개

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를 두고 있다. 진천군의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는 1963년 진천군보

건소의 개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7년 이후로는 진천군보건소의 진

천읍 읍내리 이전과 더불어 물리치료실·정신보건실·방문보건실·영양개선실·구강보건실 등

을 확충 또는 신설하고 또한 진천군보건소 산하에 덕산보건지소·초평보건지소·문백보건지

소·백곡보건지소·이월보건지소·광혜원보건지소 등 6개의 보건 지소와 사석진료소·선옥진

료소·오갑진료소·용산진료소·사양진료소·용덕진료소·신월진료소 등 7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왔다.

한편 진천군의 사설 보건 의료 서비스는 1976년 동성의원의 개원과 더불어 본격화되었

다. 진천군 최초의 민간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동성의원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후로 다양

한 진료 과목의 민간 병·의원의 개원과 의료인력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진천군의 전체적

인 의료서비스가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1997년에 개원한 진천성모병원은 전문 의료진 및

각종 의료 장비의 보유를 통하여 진천군 내 응급 진료,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및 각종 건강

검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 진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진천군 보건 의료 서비

스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간의료기관은 2020년 진천군 내 병·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2개소, 의원 24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12개소를 합쳐 총 48

개소가 있으며 보유 병상 수는 290여 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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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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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도시 진천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

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이다.11) 2008년

부터 시작된 건강도시 진천의 활동을 살펴보면, 2008년 9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가입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생거진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건강도시 진천발전 중

장기계획 실행계획 수립하고 2013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14년에는 6대 사업과 건강도

시 ‘생거진천 속으로 건강나들이’ 지도를 제작하고 이후 건강도시 지표관리를 꾸준히 수행

하고 있다. 건강도시에 적용하는 지표 9개 영역은 인구, 생활양식과 주거 환경인 주거안정

성과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항목이다. 주거안정성 지표는 주택보급률, 주택밀집도 및 주거

만족도이며, 생활기반 시설은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과

도시인프라 구축, 보건과 사회경제여건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도시 진천의 6개 실천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6) 환경보전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간 자연접촉기회 증대를 위해 자연학습과 생태관찰을 통한 자연보

전의식 함양,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들의 여가선용, 휴식공간제공 및 체험형 자연학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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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천군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

<표 2>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질병예방 6대암, 심혈관질환예방, 방역도시, 예방접종 홍보, 자살예방 사업

생활습관 및 생활터 접근 건강한 학교, 식당, 직장, 어린이집 만들기

문화복지
청소년 탈선과 저소득층 건강, 취약 계층 복지사업,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건강한
문화도시사업 개발

물리적 환경
쾌적한 도시미화 거리, 생활쉼터 공원조성, 쓰레기 저감, 걷기 좋은 도로, 자연생태
개선,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교통체계 개선

건강산업 친농산물 인증, 선수촌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건강도시 인프라
건강도시 공모사업, 건강도시 지도 디자인,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건강
도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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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2009년 개원한 진천읍 김유신길의 자연생태공원

은 녹지와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로 잔디마당, 생태교육장, 자생수목원, 별자리마당, 물

놀이 체험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128]전용신고 회선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처리, 자동차매연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환

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제21 사업 시행을 위해 2001년 의회, 환경단체, 기업인, 주민 등 112명으로 연구기

획, 지역협력, 환경감시, 홍보 4개 분과로 구성된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민

관이 공동참여하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현재는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운영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원순환마을을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3.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1) 주거 환경의 변화

(1) 인구와 세대수의 변화12)

진천군은 2읍 5면 83법정리, 304행정리, 941반에 인구수는 2020년 12월 기준 83,718명

으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최근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인구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구 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가구 수 증가율은 2.23%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 세대당 인구수는 2005년 2.7명에서 2020년 2.1명으로 감소하여 핵가족화 현

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05년 8,181명(전체인구

대비 13.2%)에 비해 5,581명 증가한 13,762명(전체인구 대비 16.4%)이며, 2007년도부터

고령화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0년 진천군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비

생산 연령계층인 유소년층 0-14세 인구가 11,967명으로 전체의 14.2%를 점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762명으로 전체인구의 16.4%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존도는 [(0-14세 인구+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로써 진천군은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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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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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활동 인구(15-64세 인구) 1명당 약 0.44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대수에 있어 진천읍과 덕산읍에 2만6,268세대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비율의 경우 두 읍에 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백곡면과 초평면이 각각 3%와 4%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2) 주택지의 특성과 주택유형

주택지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지는 특성 없이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도심으

로의 활력을 유도가 요구된다. 기존 시가지 도시 지역의 주택은 무질서한 개별개발이며, 현

재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자연발생적 취락구조는 도시 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아직까지도 교통환경이 불리하여 주민편의 및 생활환경여건이 불편한 실

정이다. 또 난개발과 빈집, 노령화으로 인한 농촌 주거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정주 환경 정

비가 요구된다. 

진천군의 가구 수는 2020년 8월 기준 3만1,023동, 주택 수는 3만8,376호이며 이 중 단

독주택이 1만3,914호(36.3%), 아파트가 1만9,195동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

(86.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의 주택

보급비율이(50%) 과반수로 아파트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주택보급률은 123.7%로 충북평균 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중심

지역인 진천읍이 가구 수와 주택 수에 있어 약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덕산읍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선호도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진천읍이 55%, 덕산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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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표 3> 인구 및 세대수(2020. 12.)

구  분 세대수
인       구

계 남 여

계 39,594 83,718 43,836 39,882 

진천읍 13,862 30,013 15,389 14,624 

덕산읍 12,406 28,280 14,949 13,331 

초평면 1,695 3,218 1,659 1,559 

문백면 1,906 3,524 1,844 1,680 

백곡면 1,204 2,082 1,059 1,023 

이월면 3,275 6,067 3,204 2,863 

광혜원면 5,246 10,534 5,732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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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두 소재지에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초평면과 백곡면의 자연환경과 농산지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거

의 전무함을 알 수 있다.14)

주민의식조사(2020)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의 종류 선호도는 단독주택이 62%로 가장 많

으며 아파트가 30%,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환경의 문제점으

로는 편의 시설 부족과 자녀 교육문제, 교통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문제로는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많으며, 방재안전대책에 대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예방대책계획이 필요하였다.

위의 변화를 볼 때 도시화와 산업인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점유율이 도시화 지역을 중

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자연보전과 농산지역의 경우는 주택유형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 미래상 설정 시 교육·문화 부문 강조와 생활권계획 및 주거 환경, 교

통문제 개선 등이 요구된다.

인구와 주택의 기본계획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15년에 발표한 인구목표는 2025년

12만1,000명이며 2020년 8월 기준 8만1,949명으로 약 68%를 달성 중이며, 주택 수는

2025년 5만2,700호에 3만8,300호로 72.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단, 주택보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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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표 4> 주택현황 및 보급률(2020. 8.)

읍면별
가구
(A)

주택
(B)

유형
주택

보급률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기타

합계 31,023 38,376 13,914 5,326 19,195 1,651 3,201 415 123.7

진천읍 11,595 17,264 3,924 1,144 10,459 1,138 1,576 167 148.9

덕산읍 7,769 6,535 2,125 2,669 3,999 69 259 83 84.1

초평면 1,473 1,710 1,658 19 - - 31 21 116.1

문백면 1,674 1,960 1,471 94 359 38 68 24 117.1

백곡면 1,034 1,286 1,193 8 48 - 31 14 124.4

이월면 2,886 3,711 2,362 365 1,092 27 188 42 128.6

광혜원면 4,592 5,910 1,181 1,027 3,238 379 1,048 64 128.7

참조. 주택보급률((B)/(A)×100) (%), 기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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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0%를 상회하여 2020년 기준 123.7%를 달성하고 있다.

2) 생활권의 변화와 확대

(1) 범위의 확대 배경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조건의 경우 대중교통과 교통기반 시설인 도로 등의 확대로 인해

통학과 일상용품의 구입 등은 대부분 진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쇼핑과 의료시설, 문

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은 대부분 인근 도시권역인 청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

교통 노선도 청주와 증평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 도시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적 범위로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설정이 요구된다.

(2) 생활권의 변화

진천군은 도시 중 수도권 일부(경기도 안성 등), 충남 천안, 청주 북부권역과 접하여 있

다. 현재의 경제권은 진천군 관내 중소형 마트 등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접한 대

도시의 대형 쇼핑몰로 인해 타 시·군으로 상권이 유출되고 있다. 진천읍을 제외하고 북동측

권역인 광혜원, 이월면, 덕산읍에 인구가 밀집된 형태이다. 최근 혁신도시 및 산업도시, 도

시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1차 경제권 : 진천군 행정구역 전역

2차 경제권 : 청주(오창), 증평군,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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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 환경의 기본방향

세부계획 기본 방향의 내용

주택수요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으로 기준미달 주택의 환경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표준주택의 유형화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개발의 신도시 건설

친환경적인 주거계획 수립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중저밀도의 주거공간 조성
인근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친환경 단지조성 및 쾌적한 생태공간
과 프로그램 개발
공원녹지하천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바람길 확보

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정비방식의 마련

비개선 구역과 주택노후구역, 주변 지역의 주거생활권의 혼재지역을 고려한
탄력적 계획 수립
생활권 단위로 통합적 정비, 공동시설 정비 보완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 통합적 주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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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제권 : 청주시, 천안시, 평택-제천고속도로권(안성시 등)

연혁을 살펴보면 1914년 부군 폐합 시 경기도 2개 리와 진천군 일부를 편입하며 3월에 면

의 개칭과 구역변경으로 7개 면으로 통합하였다. 1973년 진천읍으로 승격하여 1읍 6면이

되었으며 2019년 7월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사회권은 학교, 병원,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 도시서비스 시설로 진천군은 시설의 규모

면이나 시설 수면에서 주변 대도시와 차이가 심하다. 대중교통 노선이 집중 편성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내·시외버스 노선이 청주, 증평 등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권은 2개읍 5개면, 83법정리, 304행정리, 941반, 면적은 407.25㎢(전국의 0.4%, 도

의 5.5%)이고 도시 행정권은  24.49㎢이다.(2019. 7. 1. 개정기준)

(3) 환경권

환경권은 경관축, 수계축, 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의 청주, 증평, 음성, 천안, 안성 일대

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광범위하다.

경관축: 북서부 지역에서 남동부 지역으로 입지는 산악 경관축과 중앙부의 평야지대인

침식분지의 지형으로 U자형의 자연경관 주요 골격축을 형성하고 있다.

수계축: 금강 상류인 미호천이 광혜원면과 백곡면, 초평면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르

는 하천수계축을 형성하고 있다.

녹지축: 북서부 지역의 차령산맥이 북동에서 남서방형으로 뻗어 있으며, 덕성산, 서운산,

만뢰산,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산악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4) 생활권별 균형 개발

진천군 내 다수의 산업단지가 진천 북측 3개 읍·면(광혜원면, 이월면, 덕산읍)에 집중되

어 있어 생활권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별 균형 개발과 특화전략이 요구된다. 도시 지역

과 비도시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에 따른 농촌공간 구조개편 모형을 개발하여 도농간 격차

를 최소화 및 녹색환경을 활용한 전원주거 및 그린투어리즘으로 소득 증대와 생활권 활력

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 지역의 시가지 현황은 진천, 덕산, 광혜원, 이월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진천

도시 지역은 진천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진천읍 전체 면적 70.551㎢ 중

9.793㎢가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천군청이 소재하며,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시

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상업지역은 시가지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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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능이 분산되어 중심상

업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시

가지 남측에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성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북

측으로 성석지구가 계획되어

시가지정비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덕산 도시 지역은 진천

군의 중심부 동측에 위치하며,

덕산읍 전체 면적인 35.043㎢

중 8.410㎢가 도시 지역으로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설정되

어 있다. 남동측 충북혁신도시

로 연계개발이 활성화되나 기

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별 개

발과 노후화도 고려되어 연계

방안이 요구된다. 상업지역은

지방도 513호선 변에 선형으로 지정되어 소매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월 도시 지역은 진

천군의 북측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상 전체 면적인 55.216㎢ 중 2.390㎢가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교통체계 상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587호선에 인접하여 기존 시가지는 대

부분 개별개발로 노후화되어 있다. 주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시가

지의 확장이 남측방향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광혜원 도시 지역은 진천군의 북측 군경

계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상 전체 면적인 29.869㎢ 중 3.257㎢가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다. 교통체계 상 국도 17호선에 의해 진천읍과 연결되며 지방도 82호선에 의해 중부

고속도로 및 음성군과 연결되어 있다. 광혜원 공단의 입지 및 진천군 내 부도심으로의 개발

에 따라 비교적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구도심과 신시가지에 지

정되어 있다. 선수촌 입지, 주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

가지 확장이 요구되며, 신규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시가지 확장이 요구된다.

농촌 지역을 살펴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생활기반 시설이 미흡하며 관리지

역 내 지정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도 기반 시설 정비의 미흡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실정

이다. 무분별한 난개발 및 빈집 방치,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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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티성지

통일대탑
보탑사

진천
공예마을

정송강사

김유신
탄생지

길상사
이상설
생가

석장리
유적

농다리 영수사

만뢰산
태령산

문안산

양천산

두타산

백곡지

초평지

덕성산 국가대표
선수촌

신척
산업단지

산수
산업단지

충북
혁신도시

이월지

미호천변

청주시

천안시

안성시

음성군

증평군

보존대상지역
    녹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수빈경관

개선대상지역
    도심지경관

<그림 7> 경관관리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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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요구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별

문화관광 상품의 특성을 살핀 배후지원 기능 부여로 지역 활성화와 주거 환경의 질적 제고

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은퇴자에 대비한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변

화도 보인다.

최근 들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가 주

택 리모델링(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을 활용한 프로그램(빈집정리사업)의 개발로 주거 환경

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활성화 유도의 지원으로 도시

민 유입의 기반 조성과 교류 활성화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의 기반 시설 및 주거 환경 개

선을 위한 장비방안 및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 또한 농촌 마을 유형별 정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사업으로 농촌 마을 내

도로, 간이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용공간을 활용한 커

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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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위치
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주요 사업

백곡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천읍 건송리,
백곡저수지 일원

29,594㎡ 5,000 2009-2013
참숯체험센터, 생태체험쉼터, 농촌
체험쉼터, 백곡지전망쉼터, 식파정
쉼터, 수변산책로

화랑촌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진천읍 상계리,
연곡리 일원

1,255 4,000
2011-2013(1단계),
2014-2016(2단계)

호연지기관, 다목적광장, 화랑숙사
업, 야생화단지, 연꽃건강회관, 담
장정비, 화랑관문, 지역역량강화

문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진천읍 
문봉리 일원

409.31 373 2015-2017
기초생활편의 시설(허준주막리모
델링, 지역경관개선(생태습지 조
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덕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덕산읍 
용몽리 일원

411 7,000 2013-2016

도시계획도로 정비, 구말광장 조
성, 구말복지센터 건축, 가로경관
개선, 한천 수변산책로 조성, 지역
역량강화 등

붕어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초평면 
화산리 일원

1,164 2,500 2014-2016

마을공동주차장, 무선방송시스
템, 상징조형물, 건축물 벽면 개선,
좌대 리모델링, 농산물 가공공장,
지역역량강화 등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백면 봉죽리,
옥성리 일원

1,246 5,500 2015-2019

문백 문화·복지마당, 문백 힐링쉼
터, 비어산등산로정비, 옥성1길정
비, 가로경관정비, 성암천 경관정
비, 주민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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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생활권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생활권의 시가지정비에 대한 기본방향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정비에

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역사문화와 연계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생활권별 현황을 고려하여 시가지정비를 통해 지역별 양호한 경

관 형성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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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주요 사업

백곡저수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백곡면 
사송리 일원

1,740 1,626 2015-2017

버드나무길, 숲속놀이터, 미호종개
수족관, 미호종개 전시관, 함께 만
드는 자연공원, 조류관찰장, 생태
주차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곡면 사송리,
석현리, 구수리,

대문리 일원
2,801 6,698

2008-2010(1단계),
2011-2012(2단계)

문화복지센터, 잣나무골공원, 사
정교경관개선, 백곡천수변개선, 전
통정자복원, 게이트볼코트개선, 장
뇌삼체험, 농가민박, 오수처리시설

이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월면 송림리 231.2 6,600 2014-2016

도시계획도로정비, 복지회관 신축,
다목적 광장조성, 장양천정비, 송림
교 보도개선, 전선지중화, 가로경
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광혜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

345 10,000 2012-2016
도시계획도로정비, 체육공원조성,
가로경관정비, 광혜원천 생태하천
정비, 주민역량강화

<표 7> 도시생활권 생활환경 정비

세부계획 생활환경 내용

도시재생계획수립
진천읍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양호한 정주 환경 조성, 주민참여 확대로 주
민주도형 계획 수립

생활권별 중심 시가지 정비

생활권별 중심지의 노후화된 공간에 활력부여
가로경관계획 연계의 시가지 정비
중심상업지역은 생활권의 특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간으로 이용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기반 시설의 정비
보행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제공으로 주요 통학로, 보행축에 공원 조성, 공공
기반 시설 공급·쾌적한 기존 도심 내 기반 시설정비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

신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에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계획 수립하며 아파트
중심 획일화에서 자연경관을 고려한 주택 및 주거 환경 형성
친환경 주택, 패시브하우스 등 에너지 친환경 주거 환경과 ICT(정보통신기술)
을 활용의 스마트홈 보급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신규 주거단지 내 주민공유공간, 지역 주민 간 소통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
발 보급
고령화·다문화사회 등 도래에 대비한 사회통합형 주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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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생활권 생활환경의 개선

농촌 정주 환경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배후지원 기능을 부여

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이주농가 주택의 활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지정방안으로 면 소재의 개발진흥지구 등을 제외한 자연마을은 가급

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토록 한다.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방안으로 농촌 마을 정비 시

하천 및 수로정비,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농촌환경관리 기초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마을 환경 및 친환경영농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활용한다.

4. 생활기반환경의 변화

1) 교통기반환경

(1) 자동차 보유와 주차

진천군의 자동차 보유 수는 주민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2020년 12월말 기준 50,794

대에서 2030년 71,667대로 10년 내 1.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전 차

종의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진천군 내 버스터미널은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읍(충북혁신도시)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밖에 문백면, 진천읍 사석리, 이월면은 단순히 시외버스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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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농촌 정주 환경 정비 

세부계획 정주 환경 내용

정주기반환경 정비
도시 지역-지역중심-개별농촌마을의 연계망 구축
커뮤니티센터 설치로 생활서비스 중심지 역할 부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기반 시설 확충

도시민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체계화 도로 정비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와 도시 지역과 교류 강화

유형별 정비 방향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특화정비사업 시행
마을별 유형화와 개별적 정비목표 및 공동시설 정비

소득원의 다양화 친환경농업 및 관광자원화로 소득 및 부가가치 증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공용공간 리모델링으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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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확보되어 있어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대중교통현황은 2020년 기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로 운영되며 이중 택시

의 비중이 약 7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단, 진천군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타 지자체

에 등록되어 있는 시외버스로서 아래 <표 9>의 진천군의 대중교통 등록대수 현황에는 제외

한다. 

진천군 내 총 주차면수는 2020년 기준 48,936면이며, 노상주차면수가 전체의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96.81%로 전체 주차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진천

읍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노상주차장 이외에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가

로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볼 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 수

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증가는 신규건축

물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차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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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록대수(대) 222 34 - 158 30

구성비(%) 100.00 15.32 - 71.17 13.51

<표 9> 대중교통 등록대수 현황

구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2016 199 32,422 5 288 6 1,353 188 30,781

2017 222 35,259 4 288 5 1,353 213 33,618

2018 284 39,507 3 299 10 887 271 38,321

2019 318 43,549 3 286 3 588 312 42,675

2020 438 48,936 3 286 5 751 430 47,899

구성비(%) 100 100 1.24 0.72 1.98 2.47 96.78 96.81

연평균
증가율(%)

17 9 -10 0 -4 -11 18 9

<표 10> 주차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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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망
도로교통망을 살펴보면 2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지나며, 지방도와 진천군 내부

이동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는 남북축을 평택제천고속도로는 동서축을 형성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는 진천IC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는 북진천IC를 통해 진천군

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진천군 내 주요 도로망은 국도 17호선과 국도 34호선이 십자형태의

도로망을 형성하여 남북·동서 간으로 도심접근과 지역 간 통과교통처리를 위한 주간선도로

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더해 국도 21호선이 북동-남서축으로 대각선 방면으로 형

성되어 있으며, 주요 도로는 진천읍 중심에 결집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3) 교통환경의 발전

교통체계와 보행환경개선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선가로망체계구축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한 광역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천군 남북축

과 동서축 지역 간 교통처리를 강화하며, 내부 순환망 및 중부·북부·동부생활권 간 외곽순

환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능별 가로망은 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주간선도로(국도 21, 34호선), 보조간선도로

(지방도 302호선), 집분산도로, 국지도로의 관내 가로망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25년까지 확장계획하고 있다.15)

보행교통계획은 자동차 증가와 보행수요증가에 따른 혼잡에 대해 지역별 예측을 통해 보

행소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 방지,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립한다. 개선원칙으로는 보행의

안전성과 접근에 대한 체계성, 시설의 기능성,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시설이용의 형평성으

로 한다.16)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진천종합터미널지구, 진천중앙시장지구, 광혜원지구로 설

정하여 개선한다. 

진천군 보호구역 개선은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40

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매년 진천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감시위원회를 통해 통학과 위험요소 신고와 등하교시간대 차량

통제, 시설보수 및 개선 관련 건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보행자교통사

고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약 23%(2019-2020)로 조사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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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천군(2017), 『2030진천군기본계획』, p.191.
16) 진천군(2017), 위의 책, p.194.
17) 진천군 교통안전시행계획(202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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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계획은 생활권 위주의 지역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한 후 광역 자전거도로 설치

구간을 계획한다. 진천읍에 2,210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로 자전거보

행자 겸용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부터 5년마다 4단계의 3유형 자전거노선을 구분한

계획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획한다.18)

교통 시설계획으로는 주차계획인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확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차의 수요와 관리 측면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전거 주차장

은 교통환경 측면에서 버스와 도보로 접근이 곤란한 시설을 고려하며, 설치는 자주식(평면

식, 입체식)과 기계식으로 주요 시설과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다.19)

대중교통계획은 진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노선체계 개편을 통하여 대통교통 이용의 활

성화, 버스 서비스 수준 제고, 버스운행의 효율성, 대중교통 수용에 대응하는 합리적 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버스노선의 기능을 분류하여 간선, 지선버스 기

능을 정립하고 교통축별은 연계지역에 따라 총 5개 축으로 구성하여 진천읍과 각 면소재지

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서 주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둘째, 수요응답형교통

(DRT, Demand Response Transport) 체계 구축방안으로 농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

선과 첨단교통수단 시대를 대비한 장기교통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의 시스템 도출하여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전자지불교통정보유통, 여행자 정보제공, 지능

형 차량도로, 화물운송 등 단위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천군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속적 전기충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철도망 구

축은 현재 5개의 철도망에 연장구간을 확보하여, 철도 중심 교통체계의 추가 확보와 혁신도

시 중심으로 철도 수혜지역을 확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20)

2) 환경보전와 경관관리

(1) 환경보전축

진천군의 환경보전축은 크게 녹지축과 수변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녹지축은 진천군을 둘러싼 U자형의 양호한 산악지역을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장래 무질

서한 도시개발의 억제 및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며, 지역 내 공원녹지 네트워크

를 조성하도록 설정한다. 수변축은 진천군의 대표적 수계인 미호천, 백곡천, 초평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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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천군(2017), 『2030진천군기본계획』, p.203.
19) 진천군(2017), 위의 책, pp.212-213.
20) 진천군(2017), 위의 책, pp.215-217.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2  페이지 522



천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을

유지토록 보전축으로 설정

하였다. 수변경관정비와 하

천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

기능을 재고하며 환경생태

계획인 바람길 네트워크를

연계한다. 

녹지축 및 수변축과 함께

개발계획 시 기존 생태-기

후 등의 환경을 유지, 활용

토록 한다. 특히 도시 기후

관련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과 기후적 요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도시의 다양한 공간적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시

건축물의 배치, 층수, 간격 등에 바람길을 고려한다.

경관현황은 산림녹지경관과 수변경관, 농촌취락경관과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현황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산림 외부에서 시가지로의 녹지축 단절과 녹지네트워크의 미비

ㄴ) 구시가자의 몰개성화와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의 형성

ㄷ) 자연하천의 접근성과 관리 취약성 및 저수지 주변 정비 필요

ㄹ) 문화재의 홍보와 관리 소홀, 연계성 부족

ㅁ) 도로경관과 산업단지의 불량경관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경관기본구상을 통해 유형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연경관인 산림녹지경관과

수변경관, 인문경관인 농촌취락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및 시가지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친환경, 미래지향적 전원도시로서의 경관창출 – Culture 진천

지형적 골격을 돋보이게 하는 경관 형성 – Eco 진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의 조화를 통한 ‘진천다움’ 연축 – Identity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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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경보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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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전과 관리

환경보전과 관리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친환경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첫

째, 쾌적한 자연환경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정능력을 극대화하고, 진천군의 깃대종

육성과 생태계보호, 환경부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개발과 보전의 기능을 증진한다. 둘째, 건

전한 생활환경의 보전은 청정한 공기, 맑은 물, 깨끗한 거리가 유지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

해 환경오염의 예방과 배출량 저감, 재활용 자원화와 관리방안을 확립한다. 셋째, 환경친

화적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 도시내외부의 산림자원 증진, 도

시녹화와 공원녹지사업, 하천, 환경기준 강화 등을 지속적 확대한다. 

환경의 세부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에너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경

관 및 미관계획은 진천군만의 고유경관 마련을 목표로 진천군의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

진 고유경관을 마련하고 장기적 차원의 보전, 관리, 형성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특성

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권역별 경관형성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3) 공원녹지환경

(1) 공원녹지의 현황

군관리계획 상 공원결정면적은 1.860㎢로 이 중 도시자연공원은 1개소, 생활권공원(근린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43개소, 주제공원(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이 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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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권역별 경관형성계획

구분 경관형성계획

중부생활권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경관요소를 경관도로 등의 루트개발과 가이드라인 제시
상산8경 등 우수경관 대상으로 경관자원 발굴과 질 향상
생태경관지역은 보존 및 보전 측면 접근 
미호천을 주변으로 계곡형 수변경관지구 검토

동부생활권
(덕산읍, 초평면)

개발 수요가 높아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으로 스카이라인 보전 계획 수립 및
하천축과 하천 경관 지구 지정 검토
초평저수지 주변, 계곡 경관의 조화로운 관광지 개발 
산업단지, 혁신도시, 자연경관의 경관 완화와 자원 발굴

북부생활권
(광혜원면, 이월면)

금북정맥의 원형을 보존하고 양호한 조망점과 자원 발굴
시가지 북쪽 덕성산의 산지경관 고려한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축의 연계성과 유기적 경관네트워크 구축
시가지내 하천과 시가지와 하천경관의 구분을 통한 경관형성과 보전적 측면
의 경관계획적 접근 필요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2  페이지 524



있다. 2014년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은 26.7㎡로 법정 기준치인 6㎡를 상회하나, 공원 조성

률이 낮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미약한 실정이다. 기정 계획에 의해 결정된 공

원 중 집행된 공원면적은 0.915㎢(49.2%)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 추이를 보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대폭 증가된 양상을 보인다. 

공원면적은 2015년 기준 12.5㎡/인(조성면적 기준, 결정면적 기준은 16㎡/인)에서 2030

년 12.5㎡/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상 2025

년 1인당 12.5㎡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공원

내의 시설과 수목관리에 이르기까지 주거 환경의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공원들의 신규 조성 시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시설을 최

소화하여 자연 친화형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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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기타
(혁신도시, 
산업단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51 1.860 11 0.885 4 0.029 1 0.037 5 0.178 30 0.731

도시자연공원 1 0.687 1 0.687 - - - - - - - -

근린공원 20 0.761 3 0.117 2 0.025 1 0.037 3 0.153 11 0.429

어린이공원 16 0.039 5 0.012 2 0.004 - - 1 0.001 8 0.022

소공원 7 0.018 1 0.001 - - - - - - 6 0.017

체육공원 3 0.175 1 0.068 - - - - 1 0.024 1 0.083

수변공원 3 0.093 - - - - - - - - 3 0.093

역사공원 1 0.087 - - - - - - - - 1 0.087

<표 12> 공원결정 현황

구분
합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합계 55 0.986 35 0.681 11 0.198 9 0.107

진천 3 0.043 2 0.028 1 0.015 - -

덕산 - - - - - - - -

이월 1 0.003 1 0.003 - - - -

광혜원 2 0.082 2 0.082 - - - -

개발사업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47 0.772 28 0.482 10 0.183 9 0.107

비도시 지역 2 0.086 2 0.086 - - - -

<표 13> 녹지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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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된 녹지는 완충녹지 0.681㎢, 경관녹지 0.198㎢, 연결녹지 0.107㎢의 총 0.986㎢

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월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미집행 된 녹지현황을 보이고 있다.

(2)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은 공원녹지공간의 확보와 기존 녹지축과 조화된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공원의 확충, 군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지표설정은 1

인당 12.5㎡에서 향후 미집행 시설(공원)의 집행 및 개별사업을 통한 공원을 확보하여 2030

년까지 12.5㎡/인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녹지계획은 생태통로 조성을 통한 녹지축 단절구간을 연계하고 녹지 보전 및 녹지 확충

을 하며, 녹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한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시자연공원의 변경과 도시자연공원 폐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공원녹지체계는 장기구상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체 권역을 포괄

하는 보전녹지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공원과 녹지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상세 내용으로

미호천을 하천생태주축으로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 일대를 하천생태거점으로 설정하며,

서부 산악지역을 산악생태주축으로 덕성산, 서운산, 만뢰산, 두타산 등을 산악생태거점으

로 설정한다. 도시생활권은 중앙공원을 생활권별로 조성하고 공원과 주요 생태거점을 연결

하는 생태보존축을 형성한다.

공원녹지계획의 장기적인 기본방향은 첫째, 공원·녹지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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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원조성계획

구분
1단계

(2014-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기본계획상 
공원면적(㎢) (A)

1.165 1.568 1.871 1.875

공원조성(집행)
면적(㎢) (B)

0.915 1.400 1.813 1.875

공원조성률(%) 
(B/A)

78.5 89.3 96.9 100.0

계획인구(인) (C) 72,818 112,000 145,000 150,000

1인당 공원면적(㎡) 
(A/C)

16.0 14.0 12.9 12.5

1인당 고원조성(집행)
면적(㎡) (B/C)

12.5 12.5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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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서운산, 만뢰산, 두타산 등 주요 산림을 거점으로 형성된 녹지축 설정 및 주요 공원들

을 특성화하여 공원·녹지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내 주요 거점 녹지와 외

곽 산림축, 하천축의 연계를 통해 생태 연결통로 확보 및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증가에 맞춰 적정 규모의 공원

을 배치하고, 도심 내 위치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셋

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공원·녹지개발을 위해 미호천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조

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제공원의 도입을 적극 검

토하여 주제정원과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예로 농다리 주변 지방정원화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장
환
경

527

증평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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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원녹지체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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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추진 전략

도시형 · 
도시주변형

보전산지
•주요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여가, 휴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기반 지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보전산지 전용 및 해제 관리 강화

준보전산지

•도시 녹지 공간의 확충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경계 침범 등 불법산지 전용 및 훼손 관리 강화
•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개발이나 점적으로 조성되는 주택 등에 대한 인 · 허가

검토 강화

산야형

보전산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한 산지생태 문화자원 활용 유도
•기존 산림 복지서비스 대상지와 연계한 자연친화적 산림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산줄기 연결망과 연계한 주요 산줄기 관리 강화

준보전산지

•지형훼손,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지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
용하도록 인허가 · 협의 심의 강화

•산지훼손 및 개발행위 제한을 통한 준보전산지의 무분별한 이용방지
•주택, 공장 등 도시적 용도로의 산지 전용 지양

주요산줄기 
인접형

보전산지

•산줄기 연결망과 연계한 주요 산줄기 관리 강화
•인접토지 매수를 통한 보호지역 확대
•주요 산줄기 경관 및 지형유지에 필수적인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 검토

기준 강화
•도시와 인접한 산지의 불법훼손 감시 강화

준보전산지
•산지경관 저해 및 지형훼손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허가 검토 기준 강화
•도시의 확장 및 도시적 용도 활용을 위한 산지 전용 지양 및 협의 시 자연친화

적 이용 유도

<표 15> 유역유형별 산지관리계획

넷째, 기 결정된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국가보조의 실질적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배정 확대, 민간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며, 비합리적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 통해 미집행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존치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합

리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산지관리방안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산지관리지역계획에서

제시된 유역유형별 산지관리방안을 준용한다.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3  페이지 528



2절 환경오염의 현황과 실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에 힘입어 1990년대부

터 진천군에는 많은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고, 제조업체들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폐

기물, 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버려지는 농약과 폐비닐 등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진천군의 인구증가는 생활환경의 오염도 가속하고 있다. 자가용

차 보급에 의한 대기질 악화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문제, 생활하수와 쓰레기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문제 순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오염

1) 대기오염 현황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은 공장의 산업용 연료, 주택 및 건물의 난방용 연료, 목욕탕, 음식

점 등 상업시설의 상업용 연료, 자동차의 연료 등이다. 진천군에서는 진천읍과 덕산읍에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는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화황(SO2), 오존(O3), 이산화질소

(NO2), 일산화탄소(CO),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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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사무소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

<그림 10> 진천군의 대기질 측정소(진천읍과 덕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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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2016-2018)간 관측한 진천군의 대기오염 자료를 살펴보면 오존을 제외한 모든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3년 평균치를 보면 이산화황은 0.003ppm/년, 이산화질소 0.017ppm/년, 일산화탄소

0.490ppm/년, PM10 46.019ppm/년, PM2.5 34.830ppm/년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를 보였다. 오존은 0.127ppm/년으로 감소 추세이나 환경부 기준인 0.1ppm/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이산화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의 수

치는 연료사용량과 배출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 높게 나타난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위적인 배출원은 점·선·면 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 오

염원은 공장, 소각시설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배출시설규모에 따라 1-5종 시설로 구분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3가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다. 선 오

염원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과 같은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자동

차의 경우 도로를 따라가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면 오염원은 가정 난방 등 소규모 발생

원이 모여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택 및 일반 상가와 같이 일정 면적 내에

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타 오염원에 비해 이산화황(SO2)을 많이 발생시킨다. 선과 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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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진천군의 대기질 측정소 현황

측정소명 위치 설치년도 측정망 종류

진천읍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읍사무소 옥상 2016 도시 대기측정망

덕산읍 덕산읍 대월로 90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 옥상 2019 도시 대기측정망

<표 17> 진천군 대기오염 현황

구분
이산화황
(ppm/년)

오존
(ppm/년)

이산화질소
(ppm/년)

일산화탄소
(ppm/년)

PM10
(㎍/㎥)

PM2.5
(㎍/㎥)

2016 0.002 0.323 0.016 0.465 41.611 20.643

2017 0.003 0.031 0.017 0.466 46.555 41.630

2018 0.004 0.029 0.019 0.540 49.893 42.219

평균 0.003 0.127 0.017 0.490 46.019 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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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은 배출구가 낮아 지표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18>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대기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

종사업장에서 5종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진천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401개소이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은 1종은 3개소, 2종은

18개소, 3종은 21개소, 4종은 94개소이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적은 5종은 265개

소이다. 대기배출업소 대부분이 4종 및 5종 사업장인데, 이런 소형업체는 환경관리인을 두

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 

대기배출업소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이월면이 107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덕산읍

99개소, 문백면 72개소, 광혜원면 47개소, 초평면 40개소, 진천읍 33개소가 있으며, 산업

단지가 없는 백곡면에는 3개소만이 대기배출업소이다. 진천군에는 8개 일반산업단지와 8

개 농공단지가 분포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이월면 1곳, 덕산읍 2곳, 문백면 3곳, 초평면 1

곳, 광혜원면 1곳에 위치하며, 농공단지는 진천읍 1곳, 덕산읍 1곳, 광혜원면 2곳, 초평면 1

곳, 이월면 2곳, 문백면 1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분포는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분포와 직접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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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401 3 18 21 94 265 

진천읍 33 1 3 1 24 4

덕산면(읍) 99 1 1 4 23 70

초평면 40 1 1 1 11 26

문백면 72 0 3 4 16 49

백곡면 3 0 0 0 1 2

이월면 107 0 5 5 1 96

광혜원면 47 0 5 6 18 18

<표 18> 진천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2018)

주: 1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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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

1) 수질오염원

수질오염이란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자정작용의 한계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

어 수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사람 또는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수질 오

염원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토지 등으로서 점오염원과 비점오

염원으로 구분한다. 점오염원은 일정한 배출경로를 갖고 있는 오염원으로 한 지점에서 혹

은 극히 좁은 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된다. 주요 점오염원은 가정생활 및

영업활동에 기인하는 오염원인 생활하수, 공장 등 산업활동에 의한 산업폐수, 가축사육활

동에 기인하는 축산폐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 이 외의 오염원으

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 침식물, 축사 유출물, 대기 강하물, 도시 지역 강우

유출물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와 유출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으로 면오염원이라고

도 한다. 

<표 19>에 의하면 진천군의 폐수 배출업소는 총 450개소이다. 그중 규모가 큰 1종 시설

은 1개, 2종은 3개, 3종은 10개, 4종은 19개 업소가 있으며, 전체 폐수 배출업소의 92.7%

에 해당하는 417개소가 5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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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진천군의 폐수 배출업소 현황(2018)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진천군 450 1 3 10 19 417 

진천읍 91 - - - 3 88 

덕산면 96 - - 1 2 93 

초평면 38 - - - 1 37 

문백면 6 - - - 2 54 

백곡면 2 - - - - 2 

이월면 120 - 1 1 5 113 

광혜원면 47 1 2 8 6 30 

주: 1종: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
2종: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
3종: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4종: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
5종: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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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현황

진천군의 하천망을 살펴보면 진천읍에 백곡천과 성암천, 초평면에 미호천과 초평천이 흐

르며, 광혜원읍에서는 칠장천과 구암천이 흐르고 있다. <그림 11>는 진천군의 하천망과 수

질등급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백곡천 상류(백곡천1)만 수질등급 2등급이고 나머지 모든 하

천은 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진천군 하천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구체적

인 지표별로 살펴보면 수질오염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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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면

문백면

진천읍

이월면

수질 1등급

수질 2등급

수질 3등급

수질 4등급

수질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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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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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진천군의 하천망과 수질등급

<그림 12> 진천군의 3대 하천

미호천 백곡천 초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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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은 미호천1-1, 미호천2, 미호천7, 백곡천1, 백곡천2, 성

암천, 초평천, 칠장천, 한천 등 9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측정지점의 5개 지표(BOD, COD, SS, T-

N, T-P) 오염농도를 보여준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5년간 평균치는 미호천1-1

이 4.74mg/l, 미호천2가 3.30mg/l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측정지점은 모두 3.0mg/l

미만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2019년의 BOD 자료에서는 미호천과 한천의 측정치가 3.0mg/l

이상으로서 비교적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호천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천군의 곡창지대인 진천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미호천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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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진천군 내 수질측정지점 현황

하천명 측정지점 위치 조사기관

미호천1-1 이월면 미잠리 금강물환경연구소

미호천2 초평면 오갑리 금강유역환경청

미호천7 문백면 구곡리 금강유역환경청

백곡천1 백곡면 석현리 충청북도

백곡천2 진천읍 신정리 충청북도

성암천 문백면 도하리 금강물환경연구소

초평천 초평면 용정리 충청북도

칠장천 광혜원면 월성리 충청북도

한천 덕산읍 한천리 금강물환경연구소

<표 21> 수질오염 측정지점별 오염농도 추이(2015-2019)

지표 측정지점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BOD
(mg/l)

미호천1-1 3.8 4.9 5.4 4.8 4.8 4.74

미호천2 2.8 3.4 3.5 3.0 3.8 3.30

미호천7 2.2 2.7 3.0 2.8 3.4 2.82

백곡천1 0.7 0.5 1.0 1.1 1.2 0.90

백곡천2 1.5 1.1 1.3 1.4 1.6 1.38

성암천 2.0 1.9 1.6 2.6 2.6 2.14

초평천 1.0 0.8 1.1 1.2 1.3 1.08

칠장천 2.1 2.4 2.7 2.1 2.1 2.28

한천 2.5 2.9 3.0 2.4 3.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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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측정지점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COD
(mg/l)

미호천1-1 7.5 8.5 9.5 8.8 8.6 8.58

미호천2 7.2 7.5 8.1 6.5 6.9 7.24

미호천7 6.6 6.8 7.6 6.2 7.2 6.88

백곡천1 2.2 2.8 2.7 3.0 4.0 2.94

백곡천2 2.9 3.3 3.2 3.5 4.4 3.46

성암천 5.6 5.4 5.2 6.2 5.6 5.60

초평천 2.2 2.8 3.4 3.1 3.6 3.02

칠장천 5.3 5.7 6.2 5.7 7.4 6.06

한천 6.9 7.1 7.4 6.7 7.1 7.04

SS
(mg/l)

미호천1-1 11.6 14 24.7 22.5 17.7 18.10

미호천2 15.3 18.4 20.9 19.2 21.0 18.96

미호천7 13.6 17.7 17.1 12.9 15.2 15.30

백곡천1 1.9 1.3 2.4 2.4 2.7 2.14

백곡천2 4.3 4.4 6.0 6.8 5.2 5.34

성암천 6.5 6.8 10.6 10.5 7.6 8.40

초평천 2.3 2.1 2.4 1.8 3.3 2.38

칠장천 3.6 3.1 4.6 3.5 5.6 4.08

한천 50.9 35.0 23.6 21.6 18.5 29.92

T-N
(mg/l)

미호천1-1 4.136 4.505 5.422 4.983 4.755 4.76

미호천2 3.508 3.610 3.639 4.114 3.724 3.72

미호천7 3.378 3.58 3.491 3.956 3.550 3.59

백곡천1 1.878 1.835 1.873 1.905 1.821 1.86

백곡천2 1.912 1.975 1.922 2.254 2.091 2.03

성암천 2.756 2.561 2.860 2.922 2.738 2.77

초평천 1.220 1.396 1.357 1.476 1.248 1.34

칠장천 6.405 5.956 5.709 5.086 5.656 5.76

한천 3.982 4.13 4.313 4.109 4.055 4.12

T-P
(mg/l)

미호천1-1 0.172 0.201 0.248 0.198 0.232 0.21

미호천2 0.120 0.148 0.158 0.141 0.186 0.15

미호천7 0.104 0.139 0.132 0.118 0.143 0.13

백곡천1 0.017 0.020 0.025 0.025 0.023 0.02

백곡천2 0.038 0.040 0.043 0.038 0.058 0.04

성암천 0.069 0.075 0.085 0.088 0.107 0.08

초평천 0.013 0.011 0.018 0.014 0.014 0.01

칠장천 0.154 0.172 0.130 0.151 0.108 0.14

한천 0.168 0.170 0.259 0.174 0.188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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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1-1, 미호천2, 미호천7, 한천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량)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고 수치를 보인 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백

곡천1, 백곡천2, 초평천, 칠장천의 COD와 SS는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수질이 계속 나빠졌다. 2019년 측정치만 보면, COD는 백곡천과 초평천

만 5mg/l 이하로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반면에 미호천, 칠장천, 한천은 7mg/l 이상의 나

쁜 수질을 나타냈다. 2019년의 SS 측정치는 모든 측정지점이 25mg/l 이하로서 양호한 수

치를 보였다. 특히 한천은 SS값이 2015년의 50.9mg/l에서 18.5mg/l로 떨어져 수질이 개

선되었다.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T-N(총질소)의 5년간 평균치는 칠장천 5.76mg/l, 미호천

1-1 4.76mg/l, 한천 4,12mg/l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의 T-N 측정치에서도 칠

장천, 미호천, 한천이 3mg/l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물질인 T-P(총인)의 5년간 평균치를 보면 미호

천1-1은 0.21mg/l로서 가장 높으며, 미호천2, 미호천7, 칠장천, 한천은 모두 0.1mg/l 이

상의 불량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2019년의 T-P 측정치를 보면 미호천, 칠장천, 한천 뿐

아니라 성암천도 0.1mg/l 이상의 불량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백곡천과 초평천만

0.03mg/l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진천군은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다.

3) 수질오염 저감시설

진천군에서는 생활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

다. <표 22>를 보면,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7년부터 가동되었으며 하루 12,000㎥을

처리하는 큰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증설 작업을 통해 각각 1,600㎥/일, 1,200㎥/일의 용량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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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하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가동연도 시설용량(㎥/일) 처리방법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문백면 초평로 386-112 일원 1997년 12,000 산화구법  + BSTSⅡ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월면 장양리 856번지 일원 2006년 1,600 선회와류식 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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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비교적 시설규모가 작은 500㎥/일 이하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들의 총 시설용량은 39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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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용량(㎥/일) 처리공법 위치

가암 80 미생물조정조 고효율처리공법 진천읍 가산리 194

중방 60  Y.M접촉산화공법 덕산읍 산수리 373-6

도종 45  Y.M접촉산화공법 이월면 신월리 611-3

죽현 45 SMMIAR 광혜원면 죽현리 445-1

궁동 48 상향휴다층생물반응조를 이용한 고도처리 이월면 궁동길 130-16

사지 40 상향휴다층생물반응조를 이용한 고도처리 이월면 사곡리 976-3

금오 80 고효율접촉폭기법 초평면 초평로 1048-1

시설명 위치 가동연도 시설용량(㎥/일) 처리방법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덕산읍 초금로 467-23 

(구산리362)
2006 1,200 산화구법  + BSTSⅡ

<그림 14>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림 13>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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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오염

토양은 식물이 자라는 터전으로서 농산물 생산기능을 가지며, 토양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또 오염

된 물을 여과하고 이온교환작용으로 오염물질 이온을 흡착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기능도 담

당한다.

이러한 토양의 기능은 인간의 개발행위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농약을 과다하게 투입하

면 토양 미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산업폐기물이나 제설용 염화칼슘도 토양을 오염시킨

다. 오염된 토양 속의 중금속은 농축산물에 흡수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된다.

진천군의 토양오염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개 항목에

대하여 매년 측정 분석한다. 토양측정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시행되는

데, 측정지점은 이월면 사곡리 1137-8, 이월면 사곡리 80-13, 덕산읍 한천리 417-24, 이

월면 신월리 1136, 이월면 노원리 757-2, 이월면 노원리 731-2, 이월면 노원리 1158, 광

혜원면 광혜원리 648, 광혜원면 회죽리 산80, 광혜원면 광혜원리 390 등 10개 지점이다. 

<표 25>는 2018년 진천군의 토양측정망 10개 지점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이다. 10개 지점

에서 측정한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진천군의 토양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

단된다. 양호한 토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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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토양측정망 측정지점

지점 번호 주소 조사구분 조사용도

① 이월면 사곡리 1137-8 원광석, 고철 등 보관·사용지역 잡종지

② 이월면 사곡리 80-13 원광석, 고철 등 보관·사용지역 잡종지

③ 덕산읍 한천리 417-24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전

④ 이월면 신월리 1136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용지

⑤ 이월면 노원리 757-2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답

⑥ 이월면 노원리 731-2 폐기물처리, 재활용 관련지역 답

⑦ 이월면 노원리 1158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용지

⑧ 광혜원면 광혜원리 648 폐기물처리, 재활용 관련지역 답

⑨ 광혜원면 회죽리 산80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임야

⑩ 광혜원면 광혜원리 390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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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문제

폐기물(쓰레기)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크게 생

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진다.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법에 근거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이나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

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하는데, 여기서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나 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과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

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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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측정지점별 토양오염 현황(2018)

지점

오염물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소 0 0 0 0 7.06 4.34 6.19 3.37 3.57 5.66

벤젠 0 0 0 0 0 0 0 0 - 0

시안 0 0 0 0 0 0 0 0 0 0

카드뮴 0.95 0.95 1.10 1.11 1.03 1.14 0.96 0.99 0.75 0.78

6가크롬 0 0 0 0 0 0 0 0 0 0

구리 3.5 3.5 4.1 2.1 21.7 37.2 4.8 26.0 3.3 19.2

에틸벤젠 0 0 0 0 0 0 0 0 0 0

불소 0 0 0 17 0 0 0 0 0 0

수은 0 0 0 0 0 0 0 0 0 0

니켈 3.2 3.2 7.0 2.8 7.9 22.6 4.0 4.9 2.9 7.7

PCE 0 0 0 0 0 0 0 0 0 0

납 21.6 21.6 21.2 19.8 21.0 20.5 22.1 45.5 22.6 34.5

Phen 0 0 0 0 0 0 0 0 0 0

TCE 0 0 0 0 0 0 0 0 0 0

TPH 51.0 51.0 0 84.0 0 0 0 0 0 0

톨루엔 0 0 0 0 0 0 0 0 0 0

크실렌 0 0 - 0 0 0 0 - 0 -

아연 61.7 61.7 77.9 56.1 69.3 158.0 116.9 102.3 62.5 77.9

pH 4.9 4.9 7.0 6.3 6.6 7.7 5.7 6.8 8.0 7.8

벤조피렌 0 0 0 0 0 0 0 0 0 0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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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천군의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을 나타낸다. 2018년

기준 진천군의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약 1,314톤인데, 2015년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후 급증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율은 거의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량은 2018년의 경우 매립 83.4톤/일, 소각 88.7톤/일, 재활

용 1,084.7톤/일, 기타 57톤/일이다. 여기서 기타 57톤/일은 전량 지정폐기물이며 당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보관되었다가 2019년으로 이월되었다. 쓰레기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량에

대한 과거 5년간의 추세를 보면 대체로 매립되는 양은 감소하고 소각과 재활용되는 양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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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량

(A)
수거량

(B)
수거율
(B/A,%)

수거처리 유형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2014 1,010.3 1,010.5 100.0 168.5 39.2 800.5 0.4

2015 699.2 699.2 100.0 95.4 49.2 552.6 2.1 

2016 1,361.9 1,343.1 98.6 112.5 79.9 1,147.8 2.9 

2017 1,314.6 1,241.6 94.4 80.5 92.3 1,065.5 3.3 

2018 1,313.9 1,313.8 99.9 83.4 88.7 1,084.7 57.0 

<표 26>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단위: 톤/일) 

<그림 15> 이월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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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에 따르면 진천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은 이월매립장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적은 각각 9,918㎡과 35,654㎡이며, 총매립용량은 각각 28,500

톤과 457,306톤이다. 2018년 기준으로 매립률은 각각 40%와 31.5%이다. 특히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

창고, 침출수처리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진천군의 이월면에서 배출되는 폐기

물은 이월매립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의 폐기물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소재한 진

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 공

공처리시설(문백면 초평로 386-112)에서 호기성 퇴비화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중 폐수는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시설(광혜원면 월성길 84-26)에서 표준활성슬러지

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표 28>에서 과거 5년간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을 보면 사업장폐기물이 가장 많고, 그다

음은 대체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순이다. 2018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은

521.5톤/일, 건설폐기물은 514.5톤/일, 지정폐기물은 163.2톤/일, 생활폐기물은 114.7톤/

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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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2018)

매립지 면적(㎡) 총매립용량(톤) 기매립량(톤) 매립률(%) 개설연도

이월매립장 9,918 28,500 11,397 40.0 1995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 35,654 457,306 143,843 31.5 2010

<그림 16> 진천음성광역폐기물매립장

(3권)진천군지내지(2부-2장~3장)Q_3장  21. 12. 12  오전 12:43  페이지 541



<표 28>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진천군 전체의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물량의

비율은 2018년의 경우 82.6%에 이른다. 그리고 과거 5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대략 80%

를 유지했다.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률은 폐기물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난다. 우선 건설폐기물

은 재활용률이 과거 5년간 대략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재활용률이 매우 높다. 그 다

음으로는 사업장폐기물로서 2016년부터 재활용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생

활폐기물로서 2014년의 재활용률은 77.8%이었지만 2018년에는 60.4%로 하락했다. 마지

막으로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4년의 53%에서 2018년의 41.1%로 하락했다. 

2
부
공
간

542

연도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
발생량

재활용률
(%)

발생량
재활용률

(%)
발생량

재활용률
(%)

발생량
재활용률

(%)

2014 1,010.3 79.2 62.1 77.8 356.8 57.1 515.9 98.6 75.5 53.0 

2015 699.4 79.0 72.6 75.1 439.2 73.3 176.9 99.5 10.7 1.9 

2016 1,363.7 84.2 64.1 42.7 575.3 80.0 612.4 99.8 111.9 44.0 

2017 1,316.9 80.9 107.8 63.0 538.4 83.2 500.3 99.0 170.4 31.9 

2018 1,313.9 82.6 114.7 60.4 521.5 83.9 514.5 99.3 163.2 41.1 

<표 28>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과 재활용률 (단위: 톤/일, %)

주: 발생량 합계가 <표 26>의 배출량보다 큰 것은 지정폐기물의 전년도 이월량이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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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친환경정책과 미래 전망

1. 환경정책의 여건변화

1) 지속 가능한 개발

주민들의 환경인식은 단순한 자연환경 보존개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환경보전으로 변화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현세대의 소득 증대와 복

지를 위해 개발을 하되,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도 좋은 환경과 자원

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공포된 ‘지속 가능발전법’에 의하면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지속 가능 발전이란 지속 가능

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가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인간 활동을 환경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진천군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많은

제조업체가 입지해 왔고, 2010년대에는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서서 인구가 급증한 상황이

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진천군의 인구증가는 생활환경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여건변화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 갈등 관계에 있는 환경보

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다. 온실효과는 온실가스가 태양복사에너지는 통과하고 지구 복사에너지의 외기 방출을 막

는 온실 역할을 하면서 열에너지가 지구 대기에 머무는 시간을 지연시켜 지구의 기온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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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수증기(H2O), 메탄가스

(CH4), 일산화질소(NO), 프레온가스(CFC), 오존(O3) 등이 있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가 온

실효과에 약 64%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도 구체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15

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

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9세기 후반) 대비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모든 국가는 2030년에 대비한 개별적

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안했으며,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량) 대비 37% 감축(국내에서 25.7%, 해외에서 11.3% 감축)을 목표로 제

시했다. 파리협약은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미국,

중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

며,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적정수준 이하

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

장을 말한다. 

녹색기술의 개념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

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녹색기술을 채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산업은 녹색산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녹생성장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얻어내는 지속 가

능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개발하고 경제구조를 전환하여

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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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정책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진천군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의 친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들을 나열하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생거

에코타운, 기후환경실증센터, 백곡실험실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진천군에는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의 생산, 연구, 인증, 보급 및 이용시설

이 집적화 되어있어 <그림 17>처럼 태양광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진천군은 덕산

읍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센터, 글로벌 기후환경실

증시험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용량 ESS 시험평가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근의 신수산업

단지와 신척산업단지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한화큐셀 생산공장, 신

척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연비센터, 문백면에 위치한 태양광재활용센터와 함께 세계적

인 태양광산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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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태양광산업을 진천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솔라그린시티’

라는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에너지

타운,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의 조성으로 ‘생산-연구-소비-재활용-교육’의 태양광산

업 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해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최적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솔라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

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물론 진천이 신재

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임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진천군에서는 우수한 태양광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에는 ‘진천군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305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

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의 구축 및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2) 친환경에너지타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이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 21일 준공되었다. 이 시설의 준

공 후 추가된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합치면 총 1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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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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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내 혐오시설인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및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공공건물들에 공급하는 지역에너

지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 19>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인

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의 에너지 공급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젝트

다. 72,000㎡(약 21,000평) 부지에 자리잡은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태양광·태양열·지

열·하수폐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며, 국내 최초로 ‘계간(季間)

축열’ 시설을 설치하여 블록히팅(소규모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있다. 계간축열이란 여름과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 태양열 집열기로 물을 데운 뒤, 이를 겨울까지 사용하는 기술이

다. 태양열만 이용해 물을 섭씨 95도까지 데워, 겨울까지 섭씨 55도 이상의 온수를 지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수개월 동안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열재 시설뿐 아니라 지열地熱과 하수폐열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연간 열손실은 30%에 그

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전기·열 에너지는 타운 내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보건지소,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공원에 공급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에서는 연간 1,008㎿h의 전기

에너지가, 태양열·지열·하수폐열에서는 834㎿h의 열에너지가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으로 연간 약 3억 2000만원의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고, 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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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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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차 360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약 72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나무를 심어 720t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30년생 소나무 약 11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진천 친환

경에너지타운은 충북혁신도시 내 에너지 독립 타운이지만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는 실험공

간이기도 하다.

3) 기후환경실증센터 조성

기후환경실증센터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실제 규모 건축물의 성능을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형 실험시설이다. 이 시설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KCL)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연구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구축’ 유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약

204억원(국비 172억원, KCL 32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이다. 연면적 6,386㎡ 지하 1층 지

상 3층 규모로 충북혁신도시 내에 설치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건물 종합환경 성능, 장비

인프라 성능 및 냉난방 시스템 효율평가가 가능한 기후환경실험동과 고층타워실험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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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기후환경실증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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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험시설 내부에는 공동주택 3층 규모(실험실 내부 높이 약 20m) 이상 실물 크기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성능평가 및 대응기술을 정립할 수 있는 ‘대형 기후

환경 실험실’이 구축됐다. 이전에는 국내에 실물규모 건물 단위의 실험 및 실증테스트를 종

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 이 기후환경실증센터가 설립되어 건축물의 부

재 단위부터 실제 규모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건물 성능평가가 가능해졌다.

센터의 또 다른 기능은 기후요소(온도, 습도, 일사, 강우, 강설 등)의 인공 발생 및 제어

를 통해 다양한 실험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기술을

정립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건축물 및 에너지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녹색건축

물 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도시 열섬현상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건설기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

다. 관련 업계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 시 진출국가의 다양한 기후환경에 대한 사전 시공 및

성능평가를 통해 리스크 감소와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기

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도 크게 이바

지할 것이다. 

4) 백곡실험실 조성

백곡면에는 미호천에 합류되는 백곡천이 흐르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저수지인

백곡호가 위치하고 있다. 백곡면은 진천군의 7개 읍·면 중 가장 넓은 면적(약 80㎢)에 가장

적은 인구(약 2,000명)가 거주하지만, 경관·수질·생태·접근성 면에서 미래의 개발 잠재력

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백곡면은 인구감소, 고령화, 열악한 산업기반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농업경쟁

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 에너지, 생명산업을

토대로 미래형 실험장소를 개척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는 산실의 역

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진천군에서는 2025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백곡호의 주변 지역에 백곡실험실(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1) 에너지생산, 환경정화(수질정화, CO2 저감), 친환경농법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

(2) 에너지, 환경, 관광, 친환경 농업 생산물 유통을 연계한 6차산업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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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환경창조마을 육성

(4) 국민생활 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 관광개발로 고소득층 거주형 관광기반 조성 

이러한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로는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새

로운 경제창출 모델을 수립하며, 수질오염의 발생경로를 파악하고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도

입하여 효과적으로 수질관리를 하며, 지방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특성화

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창조마을을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환경보존 마을의 모델을

확립하고 환경 분야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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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백곡실험실 구상

<그림 21> 백곡호 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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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정책의 미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원 절약, 기후변화 적응대

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거래제21)를 시행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절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22)의 개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23)의 보급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 농림어업, 물관리, 생태계 등에 대한 부문별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정책방향을 도시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에너지, 교통, 물순환, 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시민참여 등 7개 분

야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델이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24) 채용, 태

양광발전, 지열 활용, 녹지공간 확보, 압축도시25) 지향,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26)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폐품 재활용, 빗물 활용, 오수처리 후 재활용,

폐기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실행해야 한다. 생태축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탄소를 흡

수하고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활동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굴뚝

산업은 지양하고 지식정보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활동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

진천군은 ‘솔라그린시티’를 표방하면서 태양광산업을 진천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

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진천군의 정책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는

중앙정부의 탄소발생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태양광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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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개별 기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한도 내에서 여분의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
는 제도이다.

22)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성한 용어이다. 신에너지로는 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
지, 연료전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등이 있다.

23)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뤄지던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24)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연 채광, 자연 통풍, 단열, 열회수, 태양광 패널, 옥상녹화, 지열 활
용, 빗물 활용 등의 방법을 채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25) 압축도시(compact city)는 주거지와 직장 및 상업시설을 도심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근접 배치하여 교통수요와 교
통비용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26)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은 상업 집적시설과 대중교통 거점을 연계시켜 자가
용차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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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환경실증센터 등

은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서

얻어낸 연구결과는 실제 건축물의 열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체의 제품 생산

을 위한 에너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을 위시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활용될 중요한 기술

이므로 진천군의 산업정책에 근간을 형성할 것이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한화큐셀 생산공장과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진천군의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에 중요한 핵심요소로 편입된 것에서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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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회

위원장                  송기섭      진천군수

부위원장               정제우      진천군향토사연구회장

위원                     임정구      진천군의회 부의장

                          정구영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주식      진천문화원장

                          박승구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장

                          남명수      진천향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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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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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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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