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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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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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사진활동을 시작하 다. 

그는 1948년 10월 호남신문 사진부장 신분으로 제14연 반란사건을 종

군 취재하 으며 수많은 학살현장 등을 목격, 카메라에 담아‘격동기의 현

장’이라는 사진집(8∙15-제14연 반란사건-6∙25)을 출간하 으며,

1950년에는 국방부 정훈국 보도과 문관으로 6∙25 전쟁에 종군하여 전장

의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 다. 1951년에는 한국사진신문사 사진부장으

로 활동하 으며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국제보도연맹 이사, 한국사진협회

이사, 국전사진부 심사위원, 국전초 작가. 운 위원, KBS 사진 전 심사

위원장, (주)이화칼라 회장, 동아국제사진살롱 심사위원장, 제물포사진

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 하 으며 1956년과 1966년에는 개인전을 갖기

도 하 다. 이 밖에도 한국사진작가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서라벌 예술

와 이화여 , 동신 등에 출강하기도 하 다. 

특히 그동안 사진활동을 하면서 모은 1천 5백여 점 되는 각종 카메라를 나

주 동신 박물관에 기증하여 카메라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 다.

2. 서옥식(徐玉植)

1944년 옥룡면 운평리 하평마을에서 태어나 옥룡초, 광양중, 순천매산

고, 서울 문리 를 졸업하여 1973년 동양통신사에 입사한 뒤 외신부, 사

회부기자와 연합뉴스 외신1부장, 방콕 특파원, 편집국 부국장겸 북한부장,

편집국장(1998-2000년), 논설위원실 고문, 기사심의실 이사 우 고문 등

을 지냈다.

동양통신시절에 중앙정보부의 삼엄한 언론통제가 극에 달하 을 때 사

건담당기자로 1974년 문세광사건(8∙15 경축식장 육 수여사 암살사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재야지도자 김 중, 함석헌, 문익환씨 등이 명

동성당에서 주도한 유신철폐요구사건)과 1979년 박정희 암살사건(김재규

내란음모사건)등 굵직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취재∙보도하 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항쟁 때도 계엄확 조치에 따른 보도통제로

언론의 불신이 극에 달할 무렵 동양통신과의 제휴언론사인 UPI 통신 서울

지국장의 배려로 UPI 특파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내려가 생생한 기사를

취재하여 광주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렸다.

1991년 1월 걸프전 발발때도‘종군기자’로 43일간 이라크 국경과 요르

사진8-151 : 나주동신 학교
본관5층의「이경모
사진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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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스라엘, 이집트에 특파되어 취재활동을 하 으며 1998년에 편집국

장에 임명되자 유신정권 최 용공조작사건인 인혁당사건을 최초로 재조

명하는 특집 연재물을 제작하여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 2001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취재단장으로 활동하 으며

내외통신을 연합뉴스에 인수합병하여‘민족뉴스본부’라는 국내유일의 종

합적인 북한뉴스 전문부서를 창설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환경조성에

기여하 다.

3. 주동후(朱東厚)

1942년 광양읍 읍내리 신흥마을에서 태어나 광양서, 광양중, 순천고, 성

균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광주문화방송 프로듀서로 입사하

다. 라디오편성부 제작부장, 제작위원, 제작1부 부국장, 자회사 추진본부장,

기획심의실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64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을 시작으로 문단에도 데뷔, 소설「혼

의 소리」, 시집「혼자있을 때 혼자가 아니다」, 수필집「미리사는 사람」「광

양이야기」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 다.

4. 김휴선(�休宣)

1944년 옥룡면 율천리 덕천마을에서 태어나 옥룡초, 광양중, 순천농고,

서라벌예술 학교, 중앙 학교 학원을 졸업하 다. 1964년 MBC에 입사

한 이후 1969년 보도국사회부 기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언론활동에 나서

스포츠 취재부장, 보도국 TV마감뉴스 담당, 아침뉴스 담당 부국장, 보도국

장, 심의실 심의위원 등을 거친 뒤 1998년 퇴사하 다.

퇴사 후에도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연구 집필실 미디어 전문위원, 한국언

론재단 미디어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임시절에 그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국교를 맺는데 물고를 튼 사람으

로 유명하다. 1978년 러시아에서 세계여자배구선수권 회가 열려 우리나

라가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창호 감독과 3일간의 끈질긴 시도 끝에 사상처

음으로 국제전화 통화에 성공하 으며 7분간의 통화내용이 9시‘뉴스 데

사진8-152 : 미리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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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시간에 그 로 방송되었다. 다음날 모든 일간 신문에는 일면 톱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 다.

당시는 국교가 없는 러시아(구 소련)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

회의가 열려야 하고 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 는데 이를 계기로 러시아,

불가리아, 동독 등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공산국가 부분이‘88서울올림

픽’에 거 참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월남이 공산화 된 뒤 7년 만에 한국기자로는 처음으로 월맹에

단독으로 들어가 취재를 하여 특종을 하 으며 필리핀에서 아시아 선수권

야구 회가 열릴 때 우리선수들이 묶고 있던 호텔의 화재사건 등을 단독

보도하는 등 많은 특종을 남겼다. 

5. 이돈관(�敦琯)

1949년 골약면 중동리 불로마을에서 태어나 성황초, 경희고(검정고시로

입학), 경희 학교, 경희 학교 학원을 졸업하여 1978년 동양통신 기자

로 입사하 다.

이후 연합뉴스 북경특파원, 민족뉴스 취재본부 부본부장, 민족뉴스국장,

국제뉴스국장을 거쳐 현재는 북경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6. 김상기(金相基)

1953년 골약면 태인리 2구(장내마을)에서 태어났다. 광양중, 순천고, 고

려 (신문방송학)를 졸업하여 1977년 3월 문화방송에 입사, 보도국 제2사

회부에서 근무를 시작하 다. 

보도기획 특집부장, 지방네트워크 부장, 사회부장, 보도국장, 통일방송협

력단장,  현재는 여수MBC사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7. 서정훈(徐正塤)

1954년 골약면 중동리 오류마을에서 태어나 순천중앙초, 순천중, 순천

고, 전남 , 전남 학원을 졸업하 다. 1977년 CBS광주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후 CBS 중앙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1983년까지 아나운서 활동을

제3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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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983년 MBC 스포츠기자로 입사한 뒤 스포츠 취재부장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스포츠국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체육회 이사, 아시아 체

육기자연맹 집행위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최고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보도분과위원(1999년)을 지냈다.

한국방송 상 스포츠 기자상(1995년), 이길용 체육기자상(1997년), 바

른말 보도상(1999년) 등을 수상하 으며 올림픽 5회 연속 취재와 월드컵

3회 취재 등 굵직한 국제 회와 1990년 평양에서 열린 통일축구 회에 참

가, 선수단 소식 등을 특종 보도 하 다.

8. 주경노(朱慶�)

1936년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에서 태어나 광양서초등, 여수중, 광양농

고, 조선 (문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8월 여수문화방송이 개국하면서

보도부 기자로 입사하 다.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보도부 차장, 부장, 부국장으로 재

직하다 1993년 정년퇴임하 다.

9. 김봉수(金烽洙)

1944년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에서 태어나 광양서초등, 순천중, 광주제

일고, 전남 (건축학과)와 전남 학원(신문방송학과)을 졸업하 다.

1971년 광주기독교방송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방송과 인연을 맺은뒤

1973년 여수문화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편성부 차장, 편성부장, 심의위원,

문화사업담당부장, TV편성부장, 편성국 부국장, 편성국장, 홍보심의실 심

의위원으로 일하다가 2002년 12월 퇴임하 다.

재임중「여수MBC 30년사」를 편찬하 으며「지역 TV방송에 한 수용

자의 태도연구」라는 논문을 발표, 2001년 한국프로듀셔연합회가 발간하는

「방송시 」에 게재 되었다. 이후 여수 , 전남 , 동신 , 순천청암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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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명규(朴命圭)

1952년 진월면 진정리 항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진월초, 광주 동성중, 광

주 사레지오고, 전남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4월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입사하 다.

순천방송국, 광주방송국, 한국방송공사 편성실을 거쳐 한국방송공사 심

의평가실 프로그램 부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TV의「11시에 만납시다」「화

요 스튜디오」「스튜디오 830」과 라디오의「가로수를 누비며」「오후의 교

차로」「생활상담실」등을 연출하 다.

11. 성낙진(成�珍)

1952년 옥룡면 운평리 하평마을에서 태어났다. 옥룡초, 광양중, 순천고,

강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5월 여수문화방송 아나운서로 입사

하 다. 아나운서 차장, 아나운서 부장, 편성국 제작팀장, 광고사업부장, 기

획심의실장, 정책사업팀장, 편성제작부장을 거쳐 현재 홍보심의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12. 선동규(宣桐奎)

1956년 10월 9일 진상면 섬거리 신시마을에서 태어났다. 진상초와 강진

중앙초를 거쳐 광주계림초등학교, 광주동중, 광주고, 고려 를 졸업하고

1984년 1월 문화방송에 입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국제부, 편집부 등에

서 일하 다. 1995년 5월부터 1998년 5월까지 3년간 모스크바 특파원으

로 활동하 으며 현재는 통일외교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상문(1942년 진상면 어치리 출생,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김종선(金鍾先, 1958년 다압면 고사리 항동마을 출생, 한국방송공사 프로

듀서), 박 식(朴大植,1957년 옥룡면 산남리 산본마을 출생,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김형오(1969년 진월면 신아리 아동마을 출생, 한국방송공사 프

로듀서), 이정표(�庭表,1965년 옥룡면 용곡리 방마을 출생, 한국방송공

사 프로듀서), 박동찬(朴東燦, 1955년 광양읍 인동리 인동마을 출생,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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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장), 이기표(�起表, 1962년 광양읍 목성리 신성마을 출생, KBC서

부지사장)등 지역출신 언론인들이 각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제4절 출판및인쇄

출판산업은 문화가치를 창조, 전승, 보존하는 문화성과 함께 이익을 추구

하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은 본사를 서울등지에 두고 사무소

형태로 유아학습지나 전집 등을 가정에 방문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다. 잡지

등의 책을 출판하는 지역의 출판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필요한 경우

부분 광주나 서울 등 외지에다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판사 현황

� 인쇄소 등록 현황

출판산업은 문화가치를 창조,
전승, 보존하는 문화성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가
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은 본사
를 서울등지에 두고 사무소 형
태로 유아학습지나 전집 등을
가정에 방문 판매하고 있는 형
태이다.

<표8-10> 출판사현황

사무소명 주 소 사무소명 주 소

(주)교원아카데미 중동 1318-3 금성출판사 중동 1679-1

금성출판사 광양지점 중동 1679-1 금성푸르넷 목성690-14

눈높이교육제철지점 중동 1318-2 도서출판 라도 중동 1663

몬테소리 전남지사 중동 1605-3 (주)웅진닷컴 중동 1296-14

(주)웅진닷컴 중동 1650-4 (주)웅진닷컴 칠성 901-6

유향 도서출판 신금 529-8 (주)재능교육 중동 1636-11

종합서적 중동 1686 한국몬테소리전남지사 중동 1605-3

공문교육연구원(주) 중동 1638-3 (주)웅진닷컴 칠성901-6

(주)한솔교육 중동 1302-16

(2003년 8월 현재)

자료제공 :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표8-11> 인쇄소등록현황

인쇄소명 소 재 지 표자 비고

경문인쇄소 읍내리 270 이경한

광동인쇄소 태인 1651-2 박기종

광 인쇄사 광 784-15 송지형

광동인쇄 태인동 1651-2 박기종

국제인쇄소 칠성리 997-7 김인수

금호싸인 중마동 1623-10 박지현

금호인쇄업 우산 615-2 김창한

남일당인쇄소 칠성 440-10 남기

(2003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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