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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문

산업사회 속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언론

도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

사회에서 신문∙방송외에 인터넷신문까지 등장하 으며 신문제작방법도

발달하여 컴퓨터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또한 서울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앙지 경우는 서울에서 인쇄하여 지방으

로 수송하던 것을 전자통신의 발달에 따라 서울의 신문사에서 편집하고 광

주에서 인쇄하여 독자에게 보급하게 됨으로써 신문수송시간을 종전보다

폭 단축하면서 보다 최신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경우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창간러시를 이루었다. 부분 본사를 광주에 두고 있는 지방

신문사들은 지방자치시 가 열리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경 난으

로 일부신문은 폐간되기도 하고 다시 속간되는 등 부침을 계속하면서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1도 1사 체제가 구축되면서 광주∙전남도내

에는「광주일보」하나 던 신문이 6∙29선언이후「무등일보」「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광남일보」「광주매일」「광주타임스」「전광일보」「호남매

일」「호남일보」「 한일보」등 여러 신문이 속속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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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주간지인 지역신문도 지방자치시 를 맞

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광양신문」「광양만 신문」「광양시민신문」

「동광신문」등 여러 신문이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은 고을신문으

로 의욕을 갖고 출발하 으나 경 에 어려움을 겪어 오래가지 못하고 폐간

되어 지금은「광양신문」과「광양제일신문」2개 신문만 발행되어 오고 있다.

1. 중앙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한성순보(漢城旬報)를 시작으로 독립

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皇城新聞), 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07년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공포되면서 구한

말의 신문들이 부분 심한 경 난을 겪게 되었으며 더구나 1910년 한일

합방 전후하여 부분의 신문이 폐간되고 제호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었

는데 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제호를 바꾸고 총독부 기관지로 변신되

는 등 신문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 다.

1920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독부 기관지나 친일계 인사들이

경 하는 신문만이 발행이 가능하 으며 합법적인 민간지는 존재할 수 없

었으나 1920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태동하기에 이르 다.

광양지역에 신문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문헌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50년 말부터 활동한 분들의 구술조사에 의거 개략적으

로 그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황국현(동아일보 지국장), 김도선( 한일보), 김종옥(일요신문), 김재훤

(00경제)이 지국장겸 기자로 언론활동을 하 으며 이후 이경일∙강봉기

가 서울신문, 김택일 조선일보, 이동복∙강진산이 중앙일보, 우상근∙박노

회가 한일보, 박홍기 경향신문, 최창욱이 신아일보에서 활동하 다.

이와같이 당시 주재기자가 없는 지역은 신문 지국장이 직접 취재를 하여

보도하기도 하 는데 이 같은 현상은 1970년 중반이 되어서야 판매와

취재가 완전 분리되면서 없어졌다.

이후 인근 순천에 주재기자가 상주하면서 광양지역까지 취재∙보도를

하 으며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주재기자는 도청소재

지인 광주로 철수되었다가 1987년 6∙29 민주화바람을 타고 일부 언론사

들이 다시 순천이나 여수에 주재기자를 두고 광양지역까지 취재∙보도 해

제3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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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문은 세계일보(순천 양준호 기자)와 경향신문(여

수 나 석 기자등) 2개 신문이었다. 1988년 5월에는 가로편집과 순 한

로만 만들어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이어 1988년 12월 국민일보와

1989년 2월 세계일보가 각각 창간되어 신문보급이 이뤄졌다.

내일신문은 당초 1993년 주간지로 출발하 는데 광양에는 1998년 8월

부터 순천에 전남동부취재팀(광양기자 오성록)이 운 되면서 보급되기 시

작하 고 2000년 10월부터는 일간지로 변경되었다. 전국매일은 1997년

창간되었는데 광양에는 2003년에 순천지역에 전남동부취재본부가 생기면

서 광양지역(기자 한승하)까지 보급되기 시작하 다. 

� 중앙신문사 지국현황

사진8-139 : 「독립신문」창간호
(1896.4.7)

사진8-140 : 「매일신문」창간호
(1898.4.9)

사진8-141 : 「 한매일신보」
창간호(1904.7.18)

사진8-138 : 최초의 근 신문인
「한성순보」창간호
(1883.10.31)

<표8-7> 중앙신문사지국현황

신 문 사 명 주 소

경향신문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914-6

경향신문 동광양지국 광 동 770-2

국민일보 광양지사 광양읍 인서리 461-3

한매일 광양지사 광 동 687-5

동아일보 광양제철지국 광 동 687-5

동아일보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911-3

동아일보 광 지국 광 동 766-2

동아일보 동광양지국 중동 1308-14

매일경제 광양지국 광양읍 인서리 218-4

매일경제신문 동광양지국 중동 1308-14

매일경제신문 광 지국 광 동 760-7

세계일보 중마제철지국 광 동 687-5

스포츠서울 광양지사 광 동 687-5

스포츠조선 광양지사 광양읍 칠성리 37-1

(2003. 8월 현재)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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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신문

해방 후 전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근 적 지방신문은 1945년8월

31일‘전남신보(全南新報)’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46년 3월 사장이었던 박준규(朴準圭)가 정치적인 문제로 물러

나면서 부사장인 이은상(�殷相)이 운 권을 넘겨받아‘전남신보’를‘호

남신문(湖南新聞)’으로 제호를 변경, 발행 하 다.

미군정하에서 호남신문은 좌익신문 이라는 이유등으로 무기정간을 당하

으며 이후 일부직원들의 좌익성향이 문제가 되어 속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1951년 11월 속간신청이 허가되었다.

한편 6∙25동란으로 한민당 계열이었던‘동광신문(東光新聞)’이 없어

지면서‘전남일보(全南日報)’가 창간되었는데 호남신문 속간으로 전남일

보는 잠시 발행을 중단하 다가 이듬해인 1952년 2월 10일자로 새 진용을

갖추고 민간지로서 신문을 발행하 다.

호남신문은 1952년 새로운 의욕을 갖고 전남 동부판과 서부판을 따로

신 문 사 명 주 소

스포츠조선 동광양지국 광 동 787-2

스포츠 투데이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37-1 

스포츠 투데이 동광양지국 태인동 169

조선일보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914-6

조선일보 광양제철지국 광 동 687-5

조선일보 옥곡지국 옥곡면 신금리 1324

조선일보 제철지국 중동 1294

조선일보 진상지국 진상면 섬거 304-2

조선일보 태인지국 태인동 303-8

중앙일보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37-1

중앙일보 동광양지국 광 동 687-5

중앙일보 중동지국 중동 1391-8

중앙일보 태금지국 태인동 413

한겨례신문 광양지국 광양읍 인동리 295-1

한겨레신문 동광양지국 광 동 687-5

한겨례신문 중마지국 중동 1294

한국경제신문 광 지국 광 동 787-2

한국경제신문 중마지국 중동 1294

한국경제신문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911-3 

한국일보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89-5

내일신문 광양지국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0-11

전국매일 광양지국 광양읍 칠성리

제3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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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서 동부는 장성∙담양∙곡성∙구례∙화순∙보성∙승주∙여수∙광양

등 9개 지역으로, 서부는 광주∙나주∙ 광∙함평∙무안∙ 암∙장흥∙

강진∙해남∙진도∙완도 등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방별 기사를 다뤘다.

이때 광양에는 최민호가 1년 여 동안 활동하다가 고향인 보성으로 떠나

면서 신문보급이 중단되었는데 호남신문은 5∙16혁명이후 정치∙경제적

으로 위축되면서 경 난을 가져와 1962년 7월 귀속 재산법에 의해 경매,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전신)에 넘어갔다.

이에 앞서 1960년 9월 26일 내분과 경 난을 겪고 있는 호남신문과 광

주신보(光州新報)의 중견인력을 흡수한 김일로(�一鷺)가 주간지인‘농촌

중보(農村衆報)’를 모체로 해서 전남매일신문(全南每日新聞)을 창간하

다. 이후 1980년 광주일보(光州日報)로 통폐합되기까지 전남일보와 전남

매일신문은 전남지역의 표적인 양 신문으로 자리잡아왔다.

광양지역에서는 그동안 전남일보는 송00의 뒤를 이어받아 1958년부터

서윤석이 지국장과 기자를 겸하여 오랫동안 활동하여 왔으며 이후 주재기

자로 정봉기∙김재훤이 활동하 고 또한 전남매일신문은 최창욱, 홍기만,

김치선, 강성범이 광주일보로 통합될때까지 지역에서 활동하 다.

1980년 12월부터 1도(道)1사(社)체제가 유지되면서 전남도에서는 광

주일보(기자 김재훤) 1개 신문이었던 지방신문이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후, 1988년 10월10일 무등일보 창간을 시작으로 전남일보, 전남매

일신문, 광남일보, 광주매일, 광주타임즈, 전광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한일보 등이 창간되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으로 분리되었던 광양지역은 1995년 1월 광양시로

도∙농 통합이 되면서 시∙군 한명이었던 주재 기자들이 사(社)에 따라

1~2명이 되어 최고 시청출입기자가 지방지만 15명까지 달하기도 하 다.

이러한 지방지들은 신문이 난립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최고 28면(컬러

판 포함)까지 증면되어 발행되기도 하 으나 1998년 IMF를 겪으면서 줄

어들어 현재는 16~20면 발행이 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광주일보만 창간 때부터 석간을 발행오고 있으며 전남일보가 석간

에서 조간으로 바뀌었고 무등일보를 비롯한 다른 후발신문들은 처음부터

조간신문으로 출발하 다.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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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신문사 주재기자 현황

이밖에도 1990년이후 양한모∙김종훈∙이수 ∙김선근∙한승하가 광

주일보, 오 관∙이민근∙최미 이 무등일보, 서범원∙김충권∙한경석∙

조 제∙박석동이 전남일보, 김휘복∙서순규∙김남준∙김양환이 광주매

일, 박신래가 남도일보 등으로 활동하 다.

3. 지역신문

광양고을신문을 자처한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시 가 도래하면서 하나 둘

씩 생겨났다. 지방자치시 지역정보제공을 기치로 내걸고 생겨난 신문들

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체육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 왔는데 경

난 등으로 오래 운 하지 못하고 부분 폐간되었으며 그 뒤에 사주가

바꿔 같은 제호로 다시 창간되기도 하 다.

사진8-144 : 「광주일보」창간호
(1980.12.1)

사진8-143 : 「전남매일신문」창간호(1960.9.26)사진8-142 : 「전남일보」
(1952.2.11)

<표8-8> 지방신문사주재기자현황

신문사명 주재기자 비고 신문사명 주재기자 비고

광주일보
김춘호

광주매일
허선식

정경화 김권일

무등일보 김귀진 전광일보 김충권

전남일보 유송중 호남매일 왕수길

전남매일
김현근

호남일보
서 홍

광남일보 이연철∙김종진
한일보 이덕노

(호남신문) 박광수

광주타임스 서순규

(2003.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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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보통 1주일에 1회 발행되었으나 경 난에 봉착하면서 2주일에 1

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1) 광양신문

지역신문들이 경 난으로 모두 폐간되자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언론임

을 자처하며 1999년 11월 6일 남기호가 발행인으로 창간된 신문이다. 중

동 1302-8에 사무실을 두고 차범준 등 직원 3명이 만들었으며 8면으로

주 1회 발행해 왔다. 발행인 남기호가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허선식이 발행

인으로 하여 발행해 오다 2004년 4월 28일 지령 87호로 중단되었다. 이후

2004년 11월 19일자(지령88호)로 김양환 발행인으로 하여 회장 김남준,

편집국장 이수 등 6명의 직원들이 중동 1296-5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

고 매주 목요일자로 8면의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다. 

(2) 광양제일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신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행인 김 훈, 편집인 정구

호, 인쇄인 서정, 구 편집국장 황망기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신문이다. 중

동 1345-6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03년 7월 23일 창간된 신문은 직원 6

명으로 매주 목요일자 8면으로 발행해오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8천부에 달

하고 있다.

(3) 폐간신문

① 광양신문

1991년 11월2일 광양지역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신문이다. 발행인 사장

이익노, 부사장 권재열, 전무이사 정만태, 편집국장겸 이사 정병집, 기자 황

망기, 이재호 등 직원 8명이 참여하여 만든 신문이다. 타블로이드 배판의

신문은 8면으로 매주 발행해오다 1년 뒤인 1992년 말 휴간되었으며 1년쯤

뒤에 정성기가 인수, 발행인이 되면서 편집국장 강태순, 기자 황망기, 이재

호, 이기연 등으로 다시 속간하다가 10여 개월 뒤인 1994년 중반에 폐간

되었다. 발행부수는 5천부 정도 다. 

② 광양만신문

광양만신문은 1990년 홍철재가「동광양정보신문」을 발행하여 오던 것

을 송재망이 인수하여 1992년 7월 23일「동광양신문」으로 창간하 다. 중

동 1359-4에 사무실을 두고 발행해온 신문은 초기 타블로이드 크기로 발

제8편 문 화

사진8-145 : 광양신문

사진8-146 : 광양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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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오다가 뒤에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발행하 는데 황망기 편집국장

등 직원 5-6명으로 8면을 제작하 다. 주 1회 발행하 으며 부수는 6-7

천부에 달하 다.

신문보급지역을 호남으로 확 하기위해 7-8개월 동안「남도신문」으

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보급지역을 광양∙여수∙

순천∙하동∙남해로 축소하고「광양만신문」으로 제호를 다시 변경하 다.

이 당시 표이사 송재망, 부사장 서병주, 논설주간 서범원, 편집국장 차범

준 등이 참여하여 신문을 발행하 다. 이후 2000년 2월 김선근이 인수∙발

행인이 되어 발행하다가 2001년 중반에 경 난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③ 동광신문

차범준에 의해 1994년 9월 창간되어 1996년 8월 폐간된 신문이다. 동광

양지역을 주로 보급하는 신문으로 중동 1306-2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 3

명이 지면 8면의 신문을 2주에 1회씩 격주간으로 발행하여 왔다. 등록 발

행부수는 3천부 다.

④ 광양시민신문

민선시 지역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며 서범원, 김동준, 이재호 등이 주

축이 되어 1995년 12월 창간되었다. 발행인 김동준, 상임고문 김재훤, 주

필 서범원, 편집국장 이재호, 기자 박치현, 우양근 등 직원이 모두 12명에

달하 다. 사무실은 광양읍 읍내리 169에 두고 신문은 8면으로 제작되었

는데 최고 5천부까지 발행하 다. 적자경 으로 발행인 김동준이 1997년

8월 경 에서 물러나자 신에 편집국장인 이재호가 발행인이 되어 직원 4

명으로 광양읍 목성리 951-1에 사무실을 차리고 다시 발행하기 시작하

으나 1998년 7월에 폐간 되었다.

3. 기타신문및정기간행물

(1) 광양공보

광양군수 주봉래(朱琫來)가 편집인겸 발행인이 되어 1962년 7월 2일

(제1호)부터 매주「광양공보」가 발행되었다. 군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며

발행된 광양공보는 A4용지 크기에 분량은 1장에 그쳤으나 각종 군정 소식

을 담아 주민에게 알리는 일종의 소식지 다.

1962년 9월 24일(제13호)에 발행된 광양공보에는 모범부락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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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48 : 광양공보 창간호
(1962.7.2)

사진8-147 : 광양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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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산면 우산부락 시찰, 1963년 4월 29일자(제43호)에는 미국 흰

불나방을 잡아 없애자, 서신용봉투 규격 제정, 도군 모범부락탄생, 산업교

육원 5기생 수료 등의 군정소식이 실려 있다.

1964년 2월 17일자(제92호)에는 무연분묘 개장공고, 눈비 뒤에는 배수

로 만들어야, 드디어 광양시장 이설 등의 소식이 게재되어 있다.

(2) 바구리봉

진상면 새마을문고를 운 한 서재환(徐在桓)이 청소년들의 문예활동을

장려하고 면민들의 책읽기 운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발행한 일종의 문예지

이다. 1991년 5월 15일 창간된 바구리봉 문예지는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매월 15일 발행하 으며 주로 초창기에는 지역민의 수필이나 시, 편지문과

어린이 관련 소식 등을 담았으나 나중에는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 등까지

게재하 다. 최고 3천부까지 발행되기도 하여 경향각지의 향우들에게 까

지 무료로 배포하 으나 운 난으로 1997년 7월 15일 지령 제47호를 끝

으로 폐간되었다.

(3) 광양교차로신문

2000년 12월 14일 등록된 지역생활정보신문이다. 윤여생이 발행인이며

중동 1400-6에 사무실을 두고 11명의 직원이 타블로이드판 40-48면 신

문을 제작, 무료로 보급해오고 있다. 신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발행되고 있다.

(4)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

광양시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이다.

1996년 1월에 창간된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16면인데 2000년 3월까지 월

2회 책자형식으로 발행하다가 2001년 1월부터 격 주간지로 발행해 오고

있다. 시정, 의회, 지역 등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5) 광양사랑병원

2001년 9월 18일 등록된 광양사랑병원( 표 박진실)소식지이다. 타블

로이드판의 이 소식지는 계간으로 발행되며 병원의 소개와 의료정보, 의학

상식 등을 게재하고 있다.

사진8-149 : 바구리봉 창간호
(1991.5.15)

사진8-150 : 햇빛마을따뜻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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