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1. 언론현황
1) 지역신문의 역사 및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은 대한제국의 국운이 거의 기울어진 1909년 10월
15일 경남 진주에서 창간된 국한문 혼용의『경남일보』
이다. 이 신문은 1910년 한
일합방 후에도 5년간 발행되다가 1914년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다(광역시·도 단
위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지칭하는 정확한 용
어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지방지’
라통
칭해왔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위 신문을‘지방신문’
,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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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지역신문’
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역시·도 단위를‘지역신문’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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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소지역신문’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
금 수혜대상 신문 선정을 위해 발족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대로
‘지역신문’
이라는 용어를 통칭하되 구분이 필요할 때는 광역시·도 단위는‘지
역신문 일간지’
로, 시·군 단위는‘지역신문 주간지’
로 쓰기로 한다).
이때 이후부터 해방까지는 사실상 우리나라 지역언론의 암흑기라 할 수 있다. 이
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의 결과로 한국인들에게 조선말 지역신문을 일체 허가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 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지역언론은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겼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대대적인 사이비언론 척결, 1972년 10월유신으로 신문지국의 대대
적인 축소 등 언론정화, 1980년 군부정권 등장으로 강제로 통폐합되는 치욕의 역
사를 지내왔다.
그 후 1987년의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유가 다소 보장되면서 광역시·도 단
위의 지역 일간신문의 대대적인 창간과 복간이 이루어졌고, 시·군 단위에서는
생활정보지 형태의 지역신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의 수는 2003년말을 기준으로
일간신문이 138개·통신이 2개·주간이 1천564개·월간이 1천359개이고 기타
일간·격월간·계간·연2회간 등을 모두 합치면 6천89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의 정기간행물 수를 보면 일간신문이 4개·주간이 98
개·월간이 57개·전체 226개에 달한다. 일간신문은 충남에서 발행되는 것은 없
고 대전일보·중도일보·충청투데이(대전매일이 개명)·충남일보 등 4개 모두
대전에서 발행되고 있다.@@@@@@@@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경우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없어지
는 부침이 심해 2001년 현재 등록된 480개의 신문 가운데 실제로 발간되고 있는
신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9개에 불과했다. 충남의 경우 46개가 등록된 가운
데 23개가 실제로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 시·군
단위의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처음 발행된 신문은 1907년에 창간된 삼남(三南)일보로 당시 도청은
공주에 있었으나 신흥도시인 대전에 새로이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자신들
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발행한 신문이다.@
삼남일보는 한일합방 뒤인 1912년 제호를 호남일보로 변경하여 조선 서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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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일한 신문임을 자처하며 발간되었다. 그러나 1930년 경제불황이 닥치자 운영

제2절 언론과 출판

주가 바뀌면서 조선중앙(朝鮮中央)신문으로 개명하여 발간되었다. 그런데도 운영
난이 계속되어 1932년에는 중선(中鮮)일보로 바뀌어 8.15해방 전까지 발간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이 떠난 대전에는 9월 동방(東邦)신문이 발간되었
으며 충남매일 이라는 신문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발간되었다. 1950년 9월22
일 대전이 수복되고 11월11일에 대전일보가 발간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51년 9
월1일에는 중도일보가 창간되어 한동안 대전에는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두 신문
이 존재했다.
그 후 1972년 10월유신 이후 1도(道)1사(社)라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두 신문은
통합하여 충남일보가 되었다가 1978년부터 대전일보로 개명하여 발간되다가 1988
년 중도일보가 재발족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6월11일에는 대전매일이 창간되어
3파전 시대로 돌입했다. 대전매일은 2004년 충청투데이로 제호를 변경했다.
대전에는 서울의 모든 중앙지들이 지사를 운영하였고 서천에 최초 신문의 등
장은 1924년 동아일보 지국이 문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현재 한국언론재단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등록된 서천의 지역신문
은 서천신문·뉴스서천·서천광장 등 셋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언

론재단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청한 지역신문은 일간지 37개, 주간지 64개 등
모두 101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는 일간지로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3개가 신청했으며 서천지역의 주간지로는 뉴스서천가 선정되었다.

2) 지역방송의 역사 및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은 1927년 2월16일 첫전파를 발사한 사단법인 경성방송
국(JODK) 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형태의 민영방송 이
었지만 사실상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감독하고 운영하는 국영 혹은 관영의 형태
를 띄었다. 1927년 2월16일 1KW출력의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1932년 3월에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개편되었다가 1933년 4월 연희송신소가 개소되면서
10KW로 증강되었다. 1937년 10월에는 50KWfh 증강되었고 1948년 11월4일 정
부로 이관되면서 공보처 방송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역방송국으로 최초는 1935년 부산에서 개국한 부산방송국(JBAK) 이다.
KBS대전방송국은 1940년 조선방송협회 대전출장소의 명의로 행정사무만 취
급하다가 1943년 7월15일 조선방송협회 대전방송국(JOLK)으로 승격되면서 출
력 30W, 주파수 880Kc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1944년 10월 출력이 300W로 증
에 따라 공보처 대전방송국(HLKI)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시설을 1950년 12월 복구하였으나 다시 철수하였고
1951년 2월6일부터 재방송이 시작되었고 동년 11월 UN군의 후원으로 10KW시
설이 착공되어 이듬해 완성을 보았다. 1973년 3월1일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국
이 되었고 1986년에는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으로 승격하였다. 1998년 2월
현재 둔산동에 신사옥을 완공하고 이전하였다.
대전문화방송은 1964년 9월26일 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HLCQ, 580Khz)하였
고, 1971년 4월24일 대전텔레비젼을 개국(HLAZ, 채널8)했다. 같은해 10월 라디오
와 TV를 통합하고 1980년 12월에는 칼라방송을 개시했다. 1983년 9월26일 FM방
송을 개국했고 1996년 표준FM방송을 개국했다. 이후 2003년 5월1일 유성구 도룡
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2004년 7월30일부터는 디지털방송을 개시(채널17)했다.
독립 민영방송인 대전방송(TJB)은 1994년 설립되어 1995년 TJB대전방송을
개국(UHF채널22)하였다. 1998년 TJB 파워FM을 개국(FM95.7Mhz)하였고
2003년 TJB디지털TV방송을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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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되었다가 1948년 11월에는 500W로 되고 1950년 4월부터 지방방송국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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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지역방송은 네트워크의 계열사와 직할국, 그리고 독립사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KBS와 MBC는 각각 네트워크 체제하에서 지역방송을 직할국이나 계
열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 민영방송은 서울의 SBS를 제외하고 지방에
강원·경기·경인·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전주·제주·청주 등 모두 11
개사에 달한다.
KBS는 직할국 형태로 25개의 지방국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직접 보도프로
를 제작하는 곳은 15곳이고 나머지는 편성 및 제작 기능만 갖고 있다. MBC는 계
열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모두 18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인 지방계열사가 있다.
독립 민영방송들은 SBS의 가맹사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도 특수방송으로 모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방송은 13개
지방국을 두고 있으며 극동방송은 7개·불교방송은 5개·원음방송은 2개·평화
방송은 4개·교통방송은 7개 등의 지방국을 두고 있다.
대전에는 KBS대전총국·대전MBC·TJB(대전방송) 등 3대 TV 방송국이 있
으며 기독교방송·극동방송·평화방송·대전교통방송 등의 지방국이 있다. 불
교방송도 최근 대전지방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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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천언론의 개관@ @ @
2004년 서천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천군내‘언론매체’항목에 신문사는 서천읍
에 주간지2개사가 있으며, 기타매체로는 중계유선이 모두 6개사가 있으며 지역
별로 서천읍 2개·한산면 1개·판교면 1개·비인면 1개·서면 1개 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 현황’항목에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에 서천
읍에 2개사가 있으며 총 1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인쇄관련서비
스업에는 모두 10개사가 있으며 1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지역
별로 보면 장항읍에 5개사 8명, 서천읍에 4개사 9명, 한산면에 1개사 2명으로 나
타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수치는 언론 및 출판관련 업종의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정
확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지들과 대전의 지역지들이 지사 및 보급소를 운영하며 판
촉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서천의 지역신문은 병독지(竝讀紙) 형태로 구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신문들도 인터넷신문의 기능을 확대하여 독자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신문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 지역신문
2004년 현재 서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은‘서천신문’
과
‘뉴스서천’
이 있다.

(1) 서천신문 (http://seocheon.newsk.com)
1989년 창간된 지역 주간신문으로 서천을 대표하는 신문으로‘바르고 성실하
게 봉사하는 신문’
·
‘독자와 지역민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충족’
을 목표로 발전
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여 군민이 추구하는 새로
운 가치의 구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신문을 표방하고 있다.
격주간으로 창간하여 1997년 주간신문으로 전환 발행되고 있으며 사진공모
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심장병 어린이, 백혈병 어린이 돕기 등
의 모금행사와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등 사회운동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유로 1994년 한국지역언론 우수상 정부포상을 수여받았으며, 1998년에는 한
국지역언론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얼노사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여 상호 교환방문 및
자매결연 추진 등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표 강신설. 주소 : 서천읍 군사리 163-10. 전화번호 041)951-8001@

<서천신문 주요 연혁>@@
● 1989. 11. 20 본보 창간 및 창간호 발간
● 1990. 4. 28 사진공모전 개최, 2003년 현재 7회 운영
● 1990. 10. 12 제2회 저산문화제 모시아가씨 선발대회 주관
● 1990. 11. 20 창간 1주년 기념 및 제1회 서천군농민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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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시아가씨 선발 주관·학생 여성백일장 운영·문화예술상 제정 등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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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4. 6 학생 여성 백일장 시작, 2003년 현재 제13회 학생 여성백일장
및 제12회 동백사생대회 운영
● 1991. 11. 25 서천군 향토 문화 연구회 설립 주선
● 1992. 2 문화예술상 제정 시상(관내 전 초등학교 졸업생 대상)
● 1994. 6 심장병어린이 변자경양돕기 모금운동으로 수술 주선
● 1994. 11. 15 한국지역언론우수상 정부포상
● 1996. 9. 6 일본 언론과 자매결연 추진 및 연수차 일본 방문
● 1996. 10. 1 가정 1가훈 갖기 운동 전개
● 1996. 12 백혈병 송도준 아기돕기 전개
● 1997. 1. 24 격주간에서 주간신문으로 발간
● 1997. 8. 21 제3차 중국 방문단 연변 일보 회담 및 재중교포 위문
● 1998. 2. 27 한국 지역 언론 대상 수상
● 1998. 10. 7 오사끼 타임즈사와 자매결연차 일본 방문
● 2000. 11. 2~5 일본 오사끼 타임즈 초청, 일본 내 지역 특산품 전시회 및
서천 초등학교 자매결연 주선
● 2002. 8. 14 제6회 중국 조선족 수기 공모전(문화예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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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6. 30 박영조 회장 및 이사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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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 1 강신설 대표이사 체제로 바뀜
● 2003. 8. 22 신임 임원진 취임식 및 연예인 초청 특별공연

(2) 뉴스서천 (http://www.newssc.co.kr)
뉴스서천은 1999년 10월 11일 지역정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주주 형식으로
참여해 창간되었다. 서천사랑시민모임·전교조 천지회·한청 등 3개 시민단체
참여하여 창간한 이 신문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 ▲건강한 지역문화 조성
▲지역개발 선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할 말은 하는 신문’
·
‘타협
하지 않는 신문’
·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신문’
을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있다.
창간 연륜이 짧은 반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후원 및 초청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발하
게 지원하는 등 주민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발행인 공금란. 주소 : 서천읍 군사리 856-11. 전화번호 041)951-8232~3

<뉴스서천 주요연혁>
● 1999. 10. 11 창간호 발행, 창간기념‘지역정치 주민 설문조사’
실시
● 1999. 10. 25. 전교조 서천지회, 서천농민회, 한청서천지회 등 3개 단체와
공동으로 판교면 미군 양민학살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 1999. 11. 23‘21세기 서천발전을 위한 좌담회’개최
● 1999. 12. 29 선천성척추지방종양 앓고 있는 병주어린이돕기운동 전개
● 2000. 2. 19 제2회 기벌포 대보름제 후원
● 2000. 4. 6 올바른 선거를 위한 16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 2000. 5. 3 동인천 길병원 관절염·디스크 환자 무료수술 운동 전개
● 2000. 6. 24 제15회 하늬회전 후원
● 2000. 10. 22 전교조 서천지회와 공동주최로 제1회 청소년 큰잔치 개최
● 2000. 12. 6 극단 기벌포 뮤지컬 다녀오겠습니다 후원 공연
● 2001. 6. 29 바른지역언론언대 36개 회원사 일동으로 언론개혁 지역언론 선언
● 2001. 10. 11 창간 2주년 기념 및 제2회 청소년 큰잔치 개최
● 2001. 10. 25~31 지역 내 14개 문화단체 주최로 개최되는 기벌포 예술제 후원
● 2001. 11. 1 뉴스서천 축쇄본 1권 발간
● 2001. 12. 6 더 좋은 서천문화원 만들기 모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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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 30 아름다운 문화가꾸기 사업 첫번째 대중가수 초청 공연
● 2002. 10. 26 제2회 기벌포예술제 후원
● 2002. 11.14 2002 가족사랑 예술제 후원
● 2002. 12. 20 SOFA개정 위한 촛불시위 후원
● 2003. 2. 15 제5회 기벌포 대보름제 후원
● 2003. 4. 29 홍세화씨 초청 강연회 주최
● 2003. 6. 2 아름다운 문화가꾸기 사업 두번째 대중가수 초청 공연

2) 지역방송
원래 서천은 KBS·MBC 등이 난시청지역이었으나 1988년 KBS가 4월에,
MBC가 10월에 서천읍내 남산에 서천 간이중계소(UHF 55)를 개국함으로써 가
시청 지역이 되었다. TJB는 1999년 남산TV중계소(UHF 25)를 개국함으로써 가
시청 지역이 되었다.

제2장 생활문화

● 2002. 6. 4 군수후보 초청 토론회 주최

현재 서천군내 6개의 유선방송이 서천읍에 3개, 비인면 판교면 한산면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서천군내 유선방송사명
방송사명

위치

전화번호

(주)충청케이블넷

서천읍 군사리 163-5

041-953-6492

장항유선방송

서천읍 군사리 163-5

041-953-5614

서부네트웍

서천읍 오석리 145

041-953-5814

비인유선방송

비인면 성내리 129

041-952-2350

판교유선방송

판교면 현암리 226-4

041-951-2331

한산유선방송

한산면 지현리 131

041-952-7126

3) 지역출판
서천군내에는 2004년 현재 출판사로는 구몬학습이 등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인쇄및 복사기자재를 설비하고 영업중인 소규모 인쇄 업소들이 13개 있다. 이들
을 지역별로 보면 서천읍 6개·장항읍 5개·비인면 1개·한산면 1개 등이다. 그
426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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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천군내 인쇄소
구분

업체명

출판사

문성사

서천읍 군사리 502-7

041-953-0230

명신사

서천읍 군사리 515-5

041-953-4444

광신인쇄소

서천읍 군사리 560-5

041-953-0109

예림인쇄사

서천읍 군사리 444-8

041-952-2345

서림인쇄사

서천읍 군사리 355-9

041-951-1234

경문인쇄소

서천읍 군사리 507-3

041-953-3349

인쇄소

오광인쇄소
호산나인쇄소

주소

전화번호

장항읍 신창리 146

041-956-0660

장항읍 162

041-956-5762

명진인쇄소

장항읍 116-4

041-957-0507

중앙인쇄소

장항읍 608

041-956-7126

제일인쇄사

장항읍 404-2

041-956-0915

신영상회

비인면 성내리 337-1

041-952-5030

대신인쇄소

한산면 지현리 237-7

041-951-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