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청 출입 언론사 현황
1-1. 총괄(41개사)
계

∙∙∙∙∙∙∙∙∙∙∙∙∙∙∙∙∙∙∙∙∙∙

공 보 분 야
∙∙∙∙∙∙∙∙∙∙∙∙∙∙∙∙∙∙∙∙∙∙

41

2. 언론사 등록현황

28

방

중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6

5

17

소계

앙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13

9

1

3

1-2. 지방언론사(28개사)
❍ 일 간 지 : 6개사
언론사

1. 도청 출입 언론사 현황

지
소계

주

대표자
(발행인)

소

창간일

전

화

제민일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00

김택남

1990. 6. 2 741-3111

제주시 서사로 25 3-5층
제주일보 (삼도이동, 수정빌딩)

김대형 1945.10. 1 757-3114

제주신보 제주시 태성로 3길 4

오영수

한라일보 제주시 서사로 154

강만생 1989. 4.22 750-2114

제주매일 제주시 도령로 95 타워프로빌 3층

장동훈 1999. 3.30 742-4500

제주신문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부임춘 2013. 7.23 744-7220

2015. 1. 7 740-6114

❍ 방 송 사 : 5개사
언론사

주

소

대표자
(발행인)

창간일

전

화

KBS제주방송총국 제주시 연복지로 1길 8 홍혜경(총국장) 1950. 9.10 740-7100
MBC제주문화방송 제주시 문연로 35

최재혁(사장)

1968. 9.14 740-2114

JIBS제주방송 제주시 연삼로 95

탁윤태(사장)

2002. 5.31 740-7800

KCTV제주방송 제주시 아연로 2

김귀진(사장)

1995. 5. 1 741-7777

CBS제주방송 제주시 신광로 15

최종우(본부장) 2001. 6.12 748-7400

1-3. 중앙언론사(13개사)

❍ 인터넷신문 : 17개사
언론사

주

소

출입기자 등 록 일

기
본

❍ 종합신문 : 9개사
주

소

대표자
(발행인)

출입
기자

통

언론사

창간일 전

화

계

세계일보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차준영(사장) 임성준 1989. 2. 1 2000-1234

제주투데이

제주시 남성로 7 1층

김관모 2005. 9.20

제주의소리

제주시 신대로 126 3층

이승록 2005.10.14

미디어제주

제주시 중앙로 270-1 3층

홍석준 2005.10.17

제이티뉴스

제주시 남성로 159 2층

강 삼 2007. 1. 5

뉴스제주

제주시 도남로 13길 12 다동 407호

김명현 2006. 7. 5

시사제주

제주시 신대로 63 조선일보 B/D 202호

장정은 2008.12. 9

한국일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중앙로 108

고현준 2012. 2.29

국민일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최삼규(사장) 주미령 1988.12.10 781-9114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용담1동 243-22 2층

홍창빈 2010.11.30

제이누리

제주시 과원북 4길 3층

양성철 2011. 9.16

제주저널

제주시 다랑곳6길 32-4

김재흡 2011. 3. 3

언론사

제주도민일보

제주시 신대로 153 3층

이기봉 2013. 4.19

Y T N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아주경제

제주시 용문로 114-1

진순현 2007.11.15

영주일보

제주시 노형동 1271-16

양대영 2011. 9.16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방상훈(사장) 오재용 1920. 3. 5 724-5114

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김재호(사장) 임재영 1920. 4. 1 2020-0114

한 겨 레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정영무(사장) 허호준 1988. 5.15 710-0114

서울신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김영만(사장) 황경근 1904. 7.18 2000-9000

중앙일보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홍석현(회장) 최충일 1965. 9.22 751-5114

경향신문 서울시 중구 정동길3

승명호(사장) 김영헌

1954

724-2114

이동현(사장) 박미라 1946.10. 6 3701-1114

❍ 방 송 사 : 1개사
주

소

대표자
(발행인)
조준희
(사장)

출입
기자

창간일 전

화

유종민 1995. 3. 1 398-8000

❍ 통 신 사 : 3개사
언론사
제주뉴스

제주시 오라로 16길 13

주

소

고병수 2014. 1.27
연합 통신사 제주시 연삼로 402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시 신대로 9길 29
일간제주
제주인뉴스

선명애 2016.10.11

제주시 신대로 72, 205호

한문성 2008. 6.18

제주시 신광로 1길 3

현달환 2009. 3.20

지사장

출입 창 간 일 전
기자

화

김승범(지사장) 김호천

727-4999

뉴시스 통신사 제주시 신대로 53 한국일보 3층 박재석(본부장) 강정만

744-0022

뉴스1

제주시 원노형 5길 8

자료 : 공보관(☏ 710 - 2032)

이은수(본부장) 고경호

755-1728

2-4. 특수주간신문 등록현황(6개사)

2. 언론사(신문․인터넷신문) 등록현황
기

2-1. 언론사 현황
구분

합계

합계

84

소계
24

본
신
일반
일간
6

문
일반
주간
12

특수
주간
6

인터넷
인터넷 뉴 스 방 송 통신사
신 문 서비스
46

2

9

3

2-2. 일반일간신문 등록현황(6개사)
제 호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제주신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시 태성로3길 4(일도이동)
제주시 월광로 37(노형동, 미듬아뜨리에)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00, 2층(광령리)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일동)
제주시 서사로 25(삼도일동) 수정빌딩

오영수
장동훈
부임춘
김택남
강만생
김대형

2015-08-31
2012-05-09
2007-02-12
1990-05-30
1988-12-05
1964-01-01

계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최명석 2014-03-24

Journal of Eternal life 제주시 광양4길 25-1(이도일동)

고영준 2011-07-27

월드관광신문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1

정영기 2003-08-30

이엔시경매신문

제주시 신성로 14-10, 3층(도남동) 김정견 2001-05-17

제주기독신문

제주시 신성로10길 28, 1층(도남동) 김정서 1992-08-27

제주불교신문

제주시 중앙로11길 1, 3층(이도일동) 김명환 1989-09-12

2-5. 인터넷신문 등록현황(46개사)
제 호
시사TV코리아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제주시 월랑로8길 1 아란야플라자 301호 권대정 2016-12-12
이문호 2016-10-11

발행인 등록일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시 신대로9길 29(연동)
DWB(디더블유비)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장애인방송
제라헌교육 Journal 서귀포시 일주동로 8687(서귀동)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일동)

강만생 2015-08-18

국제헌법재판신문 제주시 동광로1길27(이도일동)

김수영 2015-10-12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일동)

강만생 2015-02-04

2-3. 일반주간신문 등록현황(12개사)
제 호
自遊韓國
(자유한국)
自遊濟州
(자유제주)
주간제주
제주주간
뉴스제주
제주광장
국제헌법
재판신문
제주위클리
제주경제
제주관광신문
제주여성신문
서귀포신문

통

제 호

제주크리스천라이프 제주시 용담로 5길 19(용담삼동,현대화성빌딩)

주 소

제주시 광령평화2길 152
제주시 중앙로 217, 505호(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제주시 도남로13길 12, 다동 407호(도남동, 수선화아파트)
제주시 서사로 92, 307호(삼도일동, 제동해피존)

김재흡
고희탁
남우엽
강선종

2013-12-30
2013-10-28
2013-08-26
2012-11-19

제주시 동광로1길 27(이도일동)

김상석 2011-10-27

제주시 중앙로 217, 505호(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제주시 연동 298-7 한광빌딩 2층
제주시 가령로1길 14(이도이동)
제주시 고마로 36, 301호(일도이동, 한국타이어빌딩)
서귀포시 중정로62번길 4, 4층(서귀동, 만남빌딩)

고희탁
이문교
강 삼
김재국
송형록

2009-01-28
2004-02-16
2003-08-21
2003-04-29
1996-01-10

힐링승마뉴스

서귀포시 서성일로 488(성산읍)

난과함께

제주시 함와로 67-2
제주차이나뉴스 제주시 중앙로 109-1, 202호
(이도일동, 장원아이비)
제주시대
제주시 구남로 49 2층(이도이동)
올레뉴스

제주시 과원북4길 85

(주)제주리포트 제주시 구남로7길 13-5 2층

고은실 2015-11-19
김학준 2015-10-29
최형식 2015-04-29
김성진 2015-04-10
홍훈기 2014-11-27
이경화 2014-11-20
도혜진 2014-07-17
이명구 2014-07-09

제주뉴스

제주시 오라로 16길 13

고병수 2014-02-27

제주내일

제주시 과원로 28

김경환 2013-11-14

제주시 평화로 2700

김학년 2013-08-26

제주경제신문

제주퍼블릭뉴스 제주시 동광로 7, 천일빌딩 3층

박혜정 2013-07-11

제 호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제 호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기
제주도민일보
콘티비
제주광장

제주시 신대로 153 (연동)3층

성일승 2013-06-19

제주시 남성로 7

진용문 2013-04-10

제주시 서사로 92, 307호
(삼도일동, 제동해피존)

브레이크뉴스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507호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중앙로 108

데일리차이나 뉴스 제주시 신대로14길 34 2층

강선종 2012-11-19
김원국 2012-05-22
고현준 2012-02-29

본

시사제주

제주시 신대로 63, 202호(연동, 조선일보) 김승철 2008-12-09

통

일간제주

제주시 정든로 16(이도2동)

오승훈 2008-06-18

제주신문

제주시 도령로15길 6(연동, 엘리시아 상가)

부임춘 2007-10-24

계
제주인터넷뉴스 제주시 도남로11길 1, 102호
(도남동, 유성빌라상가)
제이티뉴스

제주시 사장2길 10 (연동)

강 삼 2007-01-03

김경찬 2012-01-18
코리아인터넷방송 제주시 남성로 7 (용담1동)

해피코리아뉴스 제주시 오남로6길 7-1(오라1동)

선명애 2007-01-12

진용문 2006-12-26

김종철 2012-01-18

제주청소년
인터넷신문사

제주시 서사로22길 12(삼도일동 566-15) 홍우범 2011-12-08

영주일보

제주시 연동310-11 수연빌라 103호(지층) 양대영 2011-09-16

제이누리

제주시 원노형5길 28 엘리시아아파트
6층 605호(노형동)

양성철 2011-09-16

KTNTV

제주시 광양4길 25-1(이도1동)

제주레저신문

미디어제주

제주시 중앙로 270-1, 5층(이도2동, 백두빌딩) 고승영 2006-10-17

제주의소리

제주시 중앙로 217, 202(이도이동, 벤처마루) 고홍철 2006-10-14

뉴스제주

제주시 도남로 13길 12 다동 407호

남우엽 2006-10-09

고영준 2011-07-27

i-서귀포

서귀포시 중정로62번길 4, 4층
(서귀동, 만남빌딩)

김원범 2006-07-26

제주시 서사로 109-1(삼도1동)

강민식 2011-05-30

(주)이슈제주

제주시 서광로 209-1, 2층 (삼도1동)

김상갑 2006-04-04

제주저널

제주시 우령8길 40(외도일동)
한라주택 B동 201호

김재흡 2011-03-03

제주투데이

제주시 남성로 7 (용담1동)

김태윤 2005-09-20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서문로 2, 2층(용담1동)

윤철수 2010-11-30

제주시 다랑곶2길 2, 2층 (노형동)

김권민 2010-10-12

제주시 선덕로 18, 2층(연동, 남포빌딩)

김형우 2009-11-17

제주뉴스24
휴먼사이언스

제주중소기업뉴스 제주시 산지로 37, 2층 (일도1동)

2-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현황(2개사)
제 호

주 소

발행인

등록일자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임지훈

2010-04-19

제주교차로닷컴

곽광진

2012-02-13

김명철 2009-07-31

제주인뉴스

제주시 신광로 10 201호(연동, 학산맨션)

김현경 2009-03-20

스쿠버TV

제주시 임항로 257 (건입동)

이명덕 2009-01-28

제주시 연삼로 402(이도이동)

2-7. 방송사 현황(9개사)
회사명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KBS 제주방송총국

홍 혜 경 제주시 연복지로 1길 8

740-7100

MBC 제주문화방송

김 창 옥 제주시 문연로 35

740-2114

JIBS 제주방송

송 정 일 제주시 연삼로 95

740-7800

KCTV 제주방송

김 귀 진 제주시 아연로 2

741-7777

CBS 제주방송본부

양 경 주 제주시 신광로 15

748-7400

극동방송 제주지사

맹 주 완 제주시 가문동상 4길67

713-8100

유 종 민 제주시 선덕로 14-1

744-9600

기
본
통
계

YTN 제주지부
CTS 제주방송제주지사

오 동 환 제주시 남광로 2길11-12 724-9191

TBN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 송 문 희 제주시 관덕로 11길 17

717-8114

2-8. 통신사 현황(3개사)
회사명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연합뉴스 김 승 범 제주시 연삼로 402 제일빌딩 3층
제주지사

727-4999

뉴시스 박 재 석 제주시 도령로 26
제주본부

744-0022

뉴스1

현 봉 철 제주시 임항로 14 해양종합빌딩3층 301호 755-1728

자료 : 공보관(☏ 710 -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