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으로 보는 전기신문  50년

1964-198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985-1996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1997-2004 정론직필의 길



1997-2004 정론직필의 길

2005-2007 글로벌미디어로

2008-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4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일본전기신문 편집인 본사 방문, 기념 촬영

1964~198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전기역사의 산증인 전기신문



창간당시 신문 

(1964.5.18 ~ 1966.9.5)

일본전기신문 시무라 기자가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취재차 내한해 

본사를 예방, 조남철 편집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978.9.14)

전기신문 창간 9주년 기념식 

(1973.5)



2

1   

1   대한전기신보 제호 (1966.10.19 ~ 1987.10.15)

2   전기공사협회의 제1회 직원공개 채용시험 (1978.11.3)

196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984



4

3

3   전기산업관계자 조찬간담회 (1975)

4   전기공사협회 전국 사무국장회의에서 신문 구독 확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970년대)



1   전기신문 창간 16주년 기념식 (롯데호텔, 1980)

2   전기신문 편집회의 모습 (1980.8)

196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984

1   

2



3   전기신문 1일 기자 자격으로 당시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 이봉서 실장을 취재 중인 탤런트 이옥희 씨 (1981.5.8)

4   전기공사협회가 강서구 등촌동에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전기신문도 새로운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은 신사옥 입주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심상우 당시 사장 (1981.12.3)

3 

4



1985~1996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대한전기신문사가 독립법인을 설림함과 동시에 

서대문구 창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했다 (1986.10.28)

거듭 성장한 전기신문



독립법인과 신사옥 마련을 축하하는 당시 신문사 직원들 (1986.10.28)

한국전기신문사 현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1986.10.28)



1   임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개최된 추계 체육대회 (1986)

2   독립법인 설립 후 처음 개최된 제1회 정기주주총회 (1987.5.20)

1   

2

1985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1996



3   전기신문 1천호 및 1001호 발행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1987.11.2)

4   제호가 한국전기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된 1987년 11월 16일자, 지령 1001호 신문

4

3 



전기신문사가 창간 33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한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1997.5.16)

1997~2004
정론직필의 길

보다 성숙한 전기신문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 창간 33주년 기념식에 내외 귀빈이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1997.5.16)

제3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내외빈 (2000.11.23)

제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1999.5.14)



대한전기신문에서 ‘전기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용지도 살구빛 고급 용지로 바꾼 후 

본격적인 재도약을 시작했다 

(2002~2003)

<1964. 5. 18  창간> � 한국전기신문사

서울강서구등
촌2동533-2

월 요 일

8월 18일

2 0 0 3 년

http://www.jungit.com

2면 � LNG 산업의 어제와 오늘

3면 � 창사 20돌 맞은 한국가스공사

5면 � 도시가스산업

6면 �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다

7면 � LNG 국제교류

8면 � 한갑수 전 가스공사 사장(특별인터뷰)

9면 � 산유국을 꿈꾼다

10면 � 가스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11면 � 천연가스산업 정책

12면 � 현장탐방/삼성중공업

13면 � LNG 운영船社를 찾아서

14∙15∙17면

LNG생산기지 현장을 가다Ⅰ, Ⅱ, Ⅲ

18∙19∙21면

기술만이 살 길이다Ⅰ, Ⅱ, Ⅲ

22면 � 가스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23면 � 가스산업을 움직이는 기업

<1964. 5. 18  창간> � 한국전기신문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33-2

2면 � 부스∙부대행사안내4면 � 포상자 인터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한국전기산업 진흥회장상 명단

5면 � 포상자 인터뷰 (산자부장관 표창)

6면 � 포상자 인터뷰 (중기청장 표창)
7면 � 금성제어기, 남성기업사8면 � 대륙, 대양일렉콤9면 � 동남물산, 동아전기10면 � 동진모타메이트, 동해11면 � 디이시스, 루텍12면 � 반도엠피에스, 보국전기15면 � 비츠로테크, 산일전기16면 � 삼능, 삼동

17면 � 삼화EOCR, 서호전기18면 � 신동아전기, 아남르그랑21면 � LG산전, 여기로테크22면 � 영화산업전기, 오성기전23면 � 우진기전, 우진전공24면 � 이앤아이, 이화전기공업25면 � 일진전기, 전오전기26면 � 제룡산업, 제일 P&P27면 � 젤파워, 조양전기28면 � 중원전기공업, 진우시스템
30면 � KD파워, K2파워31면 � 세광전기, 해닉권코오퍼레이션

월 요 일11월
3일2 0 0 3 년http://www.jungit.com

1997 정론직필의 길

2004



1    일본전기신문과 상호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일본 전기신문사를 방문한 주창현 전기신문 사장과 관계자들 (2003.8.1)

2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전개한 ‘빛 한 줄기 나눔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 (2003.10.31)

1

2



1997 정론직필의 길

2004
창간 40주년을 맞아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2004.5.18)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저소득단전가구를 위한 

‘빛 한 줄기 나눔행사’도 같이 열려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다



1   한준호 한전 사장과 전기공사협회 김창준 회장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주창현 사장 (2004.4.7)

2   전기신문은 창간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기사랑 워크숍 (2004.4.7)과 제1회 전기사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4.5.7)

2

1



1997 정론직필의 길

2004
전기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 (2004.4.10)



전기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 (2004.4.10)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100만 전기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가 전기의날인 4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출전선수 5,000여 명과 직장동료, 가족 등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2회 전기사랑워크숍 개최 (2005.3.3)

2005~2007
글로벌미디어로

뉴패러다임의 전기신문



중국전력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사옥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전기신문관계자들 (2005.3.3)

중국 전기업계 최대언론인 중국전력보와 협약 체결 (2005.8.15)



2005 글로벌미디어로

2007

임직원 한마음수련회 (2005.10.14~15)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과 

사업협력 MOU 체결 

(2005.9.28)



중국전력보 백검성 사장 

본사 방문

(2006.5.26)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취업박람회 협약식 

(2006.5.18)



1   몽골 국가대표농구선수단 전기신문 방문 (2006.6.24)

2   2006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2006.10.11)

2005 글로벌미디어로

2007

1  

2 



3   전기신문은 베트남 전기매거진과 협력을 맺으면서 국외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갔다 (2007.1.6)

4   전기업계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전력업계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2007.4.13)

3  

4 



2005 글로벌미디어로

2007

베트남전기리뷰와 업무협약(MOU) 후 

訪韓한 황태안 부사장과 

환담 중인 주창현 전 전기신문 사장 

(2007.5.22)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회 개최 

(2007.12.11)

제10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및 창간 43주년 기념식 (2007.5.23)



전기신문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기전공 학생은 물론 전기인들의 

취업 활동에 적극 나섰다

(2007.10.1)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전기공사업 상호진출방안 포럼 개최

(2007.10.12)

전기신문은 사회참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한 전기신문 임직원들 (2007.9.13)



1만 여명이 참가한 2009년 전기사랑마라톤대회 (2009.4.11)

2008~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전기계가 함께하는 전기신문



제1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및 창간 44주년 기념식  (2008.5.21)

2008 전력기술컨퍼런스 개막식 (2008.5.26)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제5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2008.4.19)



독도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기념 

(2010.6.15)

 

제1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2008.9.29)

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많은 전기인의 성원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독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2009)



1   2008전기산업취업박람회가 코엑스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2008.11.10)

2   전기신문이 후원한 2008발전컨퍼런스에 참석한 귀빈들 (2008.11.20)

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2  

1 



3   제6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참가자들이 점차 늘면서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2009.4.11)

4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한 전기신문 창간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귀빈들 (2009.5.20)

3

4  



1   2009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2009.10.27)

2   LED산업 상생협력간담회 개최 (2010.3.18)

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2  

1 



3   2010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 전기 관련 사진공모전이 처음 열려 많은 응모자들이 참가해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새겼다 (2010.4.27)

4  신성장 산업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 (2010.9.6)

3

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제8회 전기사랑마라톤 대회 (2011.4.9)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1   몽골 E&EN 저널, 몽골한국 에너지협회와 MOU 체결 (2011.7.14)                                                                                          

2   대구 EXCO와 국제 L&D Korea 공동주관 협약 체결 (2011.7.29)

1 

2



제2차 원전산업 대토론회 

(2011.10.18)

국회 신성장포럼에서 주최하고 전기신문이 주관한 원전산업 대토론회 (2011.8.23)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1   전기신문이 주관한 제3회 국제 LED&Display 전시회 (2012.8.29)

2   한국전기설계협의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식 체결 (2012.11.05)

1

2



2008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2013  ‘9ㆍ15 순환단전 포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담 (2012.9.20)



2013년 공공기관 LED조명 사용계획 설명회 

(2013.3.7)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 전기산업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2013.11.18)

전기신문사가 주관해 열린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2012.12.5)

 ‘9ㆍ15 순환단전 포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담 (2012.9.20)



창간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제1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2014.8.20)

2014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미래를 열어갈 전기신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2014.4.4)

제14대 류재선 사장 취임 (2014.3.2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 예방 (2014.3.3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 예방 (2014.3.31)

조환익 한전사장 예방 (2014.4.7)



1   최경환 의원(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예방,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4.9)

2   2014년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는 다양한 이벤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4.4.12)

2014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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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신문 한마음 등반대회 (2014.6.13)

4   샬롬의 집 사랑의공동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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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

●●●   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