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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송

1. 라디오와TV

유∙무선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나 오락 교양 등을 전달하는 매체

를 말한다. 광양에서는 처음으로 1960년 2월에 정부예산으로 광양읍 우산

리와 사곡리 본정마을에 2 의 앰프와 200개의 스피커가 가설되었고 주민

들이 공동으로 관리하 다. 동년 4월에는 가설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설

유선방송업자가 생기게 되었으며 광양읍 일원은 물론 면지역 마을에서도

혜택을 누렸다.

1961년 9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광양군에서는 유선방송

보급 5개년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보급책을 강구하 으나 1960년 말부

터 국민경제발전으로 라디오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1970년 초부터는 흑백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 바야흐로 TV시 가

열리게 되어 경향각지에서 생겨나는 각종 사건과 생활 등을 안방에서 시시

각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흑백텔레비전이 중화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컬러텔레비전이 보

급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신에 디지털방식의 텔레비

전이 등장하여 보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광양에는 방송국이 없어 직접 전파를 송신하지는 않았으나 인근 순천

KBS(1965년 11월 20일 중계소 개소)와 여수 MBC(1970년 8월 27일 개

국)에서 기자들이 파견돼 라디오와 텔레비전(1987년 11월21일)으로 다

양한 광양소식을 취재하여 보도하 다. 

특히 여수 MBC는 1986년 광양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장, 기자 등

모두 직원 4명이 상주하여 활동하 으며 1997년 사무소가 철수된 뒤 기자

들만 파견하고 있다.

이 당시 사무소장은 주경노이며, 기자는 최병식, 김종덕, 신선호, 전승우

등이 배턴을 이어가며 활동 하 다.

1999년 12월 15일에는 여수에 KBC(광주방송)동부지사가 설치되어 여

수, 순천은 물론 광양에도 기자가 파견되어 텔레비전으로 광양소식을 다른

지역 소식과 함께 전달하 다.

광양에는 방송국이 없어 직접
전파를 송신하지는 않았으나
인근 순천 KBS(1965년 11월
20일 중계소 개소)와 여수
MBC(1970년 8월 27일 개국)
에서 기자들이 파견돼 라디오
와 텔레비전(1987년 11월21
일)으로 다양한 광양소식을 취
재하여 보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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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3년 6월 10일에는 CBS(기독교)순천방송이 생겨나 라디오(FM

102.1Mhz)로 광양소식을 알리기 시작하 다.

� 방송사별 광양 취재기자 현황

2. 중계유선방송(케이블TV방송)

중계유선방송은 일정지역의 가입자를 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

고 여러 채널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한 방송이다. 

처음에는 난시청 해소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당분야 정보제공 미디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TV유선방송은 기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그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의 공지사항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광양유선방송, 다압

유선방송, 동광양유선방송, 옥곡유선방송, 진상유선방송, 케이블 TV, 태인

유선방송 등 7개소에 달하며 프로그램은 순천에 소재한 (주)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에서 송출받아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재송출하여 볼 수

있게 하 으며 채널수는 46개에 이른다.

제3절 광양시출신언론인

1. 이경모(�坰謨)

1926년 광양읍 인서리 인서마을에서 태어나 광양보통학교, 광주고보를

졸업하고 1946년 호남신문사(광주일보 전신) 사진부장으로 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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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9> 방송사별광양취재기자현황

방송사명 취재기자 비고

KBS(한국방송공사) 류철웅

MBC(문화방송) 김주희

KBC(광주방송) 이준석

CBS(기독교방송) 김효 ∙박형주

(2003년 8월 현재)

중계유선방송은 지역별로 나
눠져 있는데 광양유선방송, 다
압유선방송, 동광양유선방송,
옥곡유선방송, 진상유선방송,
케이블 TV, 태인유선방송 등
7개소에 달하며 프로그램은
순천에 소재한 (주)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에서 송출받
아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재송
출하여 볼 수 있게 하 으며
채널수는 46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