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명 가입자수

강남구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TV 223,899                                                

강동구 (주)딜라이브강동케이블TV 145,250                                                

강서구 (주)티브로드강서방송 154,554                                                

관악구 (주)현대HCN관악방송 180,000                                                

(주)딜라이브동서울케이블TV 132,895                                                

(주)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 120,517                                                

구로,금천구 (주)딜라이브구로금천케이블TV 198,826                                                

노원구 (주)딜라이브노원케이블TV 129,586                                                

도봉,강북구, 노원구 (주)티브로드도봉강북/노원방송 259,246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91,905                                                 

(주)CMB동서방송 70,000                                                 

동작구 (주)현대HCN동작방송 110,000                                                

마포구 (주)딜라이브마포케이블TV 118,425                                                

서대문구 (주)딜라이브서서울케이블TV 78,598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TV 82,000                                                 

(주)현대HCN서초방송 83,000                                                 

성북구 (주)딜라이브북부케이블TV 126,549                                                

송파구 (주)딜라이브송파케이블TV 197,689                                                

양천구 (주)CJ헬로비전양천방송 141,457                                                

영등포구 (주)CMB한강케이블TV 121,463                                                

용산구 (주)딜라이브용산케이블TV 106,457                                                

은평구 (주)CJ헬로비전은평방송 161,562                                                

종로, 중구 (주)딜라이브중앙케이블TV 108,756                                                

종로, 중구, 서대문 (주)티브로드서대문/종로중구방송 120,160                                                

중랑구 (주)딜라이브중랑케이블TV 139,687                                                

3,402,481                                          

고양,파주,일산 (주)딜라이브경기케이블TV 344,550                                                

과천,의왕,군포,안양 (주)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300,000                                                

광명,안산,시흥 (주)티브로드한빛방송 341,905                                                

구리,남양주,하남,광주,가평,양평,여주 (주)딜라이브경동케이블TV 308,925                                                

부천,김포 (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315,549                                                

성남,분당,판교 (주)아름방송네트워크 320,000                                                

수원,오산,화성 (주)티브로드수원방송 482,006                                                

용인,평택,이천,안성 (주)티브로드기남방송 320,000                                                

(주)딜라이브우리케이블TV 233,480                                                

(주)CJ헬로비전나라방송 170,000                                                

3,136,415                                          

남구,연수구 (주)남인천방송 221,312                                                

남동구 (주)티브로드남동방송 110,000                                                

부평구,계양구 (주)CJ헬로비전북인천방송 295,549                                                

서구 (주)티브로드새롬방송 120,000                                                

중,동구,옹진,강화군 (주)티브로드서해방송 70,000                                                 

816,861                                            

강릉,동해,속초,태백,삼척,양양,고성 (주)CJ헬로비전영동방송 188,640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주)CJ헬로비전영서방송 116,778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군,인제 (주)CJ헬로비전강원방송 150,000                                                

                                              455,418

공주,논산,보령,부여,금산,서천,계룡 (주)CMB충청방송 246,853                                                

당진,서산,홍성,예산,청양,태안 (주)CJ헬로비전충남방송 165,545                                                

천안시,아산시,연기군, 세종시 (주)티브로드중부방송 220,000                                                

                                              632,398

청주,옥천,청원군,영동,보은군 (주)현대HCN충북방송 280,000                                                

충주,제천,단양,괴산,진천,음성,증평 (주)CCS충북방송 180,000                                                

                                              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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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서,유성구 (주)CMB대전방송 521,684                                                

521,684                                            

김해,밀양,양산,창녕,합천,거창 (주)CJ헬로비전가야방송 385,919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주)서경방송 270,753                                                

창원,진해,함안,의령군, 마산,통영,거제,고성 (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496,296                                                

1,152,968                                          

경주,영천,경산,청도 (주)CJ헬로비전신라방송 205,050                                                

구미,김천,상주,칠곡,성주,고령,군위 (주)현대HCN새로넷방송 300,000                                                

안동,영주,예천,의성,봉화,문경,청송,영양 (주)CJ헬로비전영남방송 160,000                                                

포항,울릉,영덕,울진군 (주)현대HCN경북방송 240,000                                                

                                              905,050

달서구, 달성군 (주)TCN대구방송 179,295                                                

달서구, 달성군 (주)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60,000                                                

수성구, 동구 (주)CMB대구방송 127,334                                                

수성구, 동구 (주)CJ헬로비전대구방송 180,000                                                

북구 (주)현대HCN금호방송 130,000                                                

서구, 중구, 남구 (주)티브로드대구/대경방송 120,000                                                

896,629                                            

강서,사상구 (주)티브로드낙동방송 100,000                                                

금정구 (주)CJ헬로비전금정방송 94,476                                                 

남구,수영구 (주)티브로드동남방송 130,000                                                

동래,연제구 (주)현대HCN부산방송 197,663                                                

진구 (주)CJ헬로비전중앙방송 150,435                                                

북구 (주)티브로드북부산 90,000                                                 

서,사하구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170,000                                                

중,동,영도구 (주)CJ헬로비전중부산방송 172,731                                                

해운대구,기장군 (주)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211,988                                                

1,317,293                                          

울산 울산 (주)JCN울산중앙방송 427,248                                                

427,248                                            

목포,신안,무안,강진,완도,해남,영암,진도,장흥 (주)CJ헬로비전호남방송 211,524                                                

여수,순천,고흥,광양 (주)CJ헬로비전아라방송 242,096                                                

453,620                                            

김제,정읍,남원,고창,부안,임실,순창 (주)CJ헬로비전전북방송 113,723                                                

익산,군산 (주)금강방송 158,829                                                

전주,완주군,무주,진안,장수군 (주)티브로드전주방송 192,223                                                

464,775                                            

광주 동구,북구,남구,서구, 나주,

화순,보성,장성,영광,함평,곡성,구례,담양
(주)CMB광주방송 316,490                                                

광주 동구,북구 (주)KCTV광주방송 112,714                                                

429,204                                            

제주도 제주-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162,525                                                

                                              162,525

15,6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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