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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 MIZ!
지역내일신문 매체 소개서

광고 문의. 02)575-6908

지역마케팅의 핵심은 4050 주부

내일신문을 주목하세요
소비력
일반 주택 거주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그만큼 소비 지수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경제의
결정권자
자녀 교육, 가족 건강, 쇼핑 등
가정 경제의 결정권자는
주부입니다.

입소문
공동 주택의 특성상
빠른 입소문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신속히 전파합니다.

지역 마케팅을 위한 현명한선택

지역 내일신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 지난 2000년 전후로 창간해 20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 부동산, 교육, 건강, 문화, 외식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열독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밀착형 배포 시스템
- 아파트 1층 현관 출입구 비치: 가정에서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평균 구독률 25% : 필요한 분들(세대수 대비 1/4)이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능동적인 구독자들을 확보했습니다.

매주 3~5만부 발행
- 지역 유일의 대중지로서 발행부수 전체가 유실 없이 소진됩니다.
- 가정에서 일간지 구독률이 줄어든 요즘,
가장 유력한 지역 홍보 수단입니다.

신문을 클릭하면 지역별 내일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내일신문 상품

내일신문의 다양한 활용 방식
다양한 크기의 광고와 기사 서비스

● 전면광고

● 반면광고

● 기사

지역 내일신문 상품

온라인 뉴스 서비스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됩니다.

CASE : 라홍화장품

[ 신문 게재 ]

[ 네이버 뉴스 검색 ]

[ 내일신문 홈페이지 노출 ]

지역내일신문 소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내일신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
양천강서영등포구로
노원도봉, 송파강동광진
▶경기 안양군포의왕과천, 안산
성남분당용인수지
일산덕양파주김포, 부천
▶경상 	 대구, 구미

지역내일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지역내일신문 www.localnaeil.com
(기사 지원)
▶내일엘엠씨 www.naeillmc.com
(종합 마케팅 에이전시)
▶세이블로그 www.sayblog.co.kr
(블로그체험단)

지역 내일신문 광고 단가표

지역 내일신문 통합 광고단가표

(1회 / 부가세 별도)

광고 단가
매체명

발행일

발행부수

내지

표지

하단통

반면

전면

240*90

240*155

240*345

표2

표3

표4

240*345

강남서초

목

50,000

250,000

400,000

800,000

1,500,000

1,200,000

2,000,000

노원도봉

목

35,000

200,000

300,000

600,000

1,200,000

1,000,000

1,500,000

송파강동광진

수

30,000

175,000

250,000

500,000

1,000,000

800,000

1,200,000

양천강서영등포구로

수

35,000

200,000

300,000

600,000

1,200,000

1,000,000

1,500,000

성남분당용인수지

목

50,000

250,000

400,000

800,000

1,500,000

1,200,000

2,000,000

안양군포의왕과천

수

40,000

200,000

300,000

600,000

1,200,000

1,000,000

1,500,000

일산덕양파주김포

목

50,000

250,000

400,000

800,000

1,500,000

1,200,000

2,000,000

부천

목

30,000

175,000

250,000

500,000

1,000,000

800,000

1,200,000

안산

수

30,000

175,000

250,000

500,000

1,000,000

800,000

1,200,000

대구

금

30,000

175,000

250,000

500,000

1,000,000

800,000

1,200,000

구미

토

25,000

150,000

225,000

450,000

800,000

700,000

1,000,000

(1) 4회 (1개월) 계약 시 ① 10~15% 할인 ② 홍보 기사 제공 ③ 온라인 뉴스 송출
(2) 12회 (3개월) 계약 시 10% 추가 할인

광고 문의. 02)575-6908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강남구 아파트
▶ 압구정동(신사동) - 미성1,2차, 신현대, 현대, 한양, 대림빌라트, 현대빌라트
▶ 논현동 - 신동아, 동현, 동부센트레빌, SK허브블루, 경남논현, 한가람, 한진로즈힐, 우민, 논현웰스톤,
제이빌, 거평, 꿈에그린1,2차, 대림이편한세상, 논현프라임, 우성휠, 동양파라곤 논현베르빌
논현월드메르디앙 논현두산위브2단지
▶ 삼성동 - 서광, 한솔, 현대, 석탑, 푸른솔, 삼성래미안2차, 롯데, 진흥, 우정에쉐르, 중앙하이츠, 한일, 홍실,
청구, 풍림1,2차, 금호어울림, SK뷰, 삼부, 삼부아그레빌, 삼성래미안, 삼성월드타워, CLK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1, 2차, 롯데캐슬프리미어
▶ 청담동 - 한신오페라, 영풍마드레빌, 삼성1차, 우방, 삼성3차, 삼환, 현대2차(사원), 삼익, 신동아, 두산,
청구, 진흥, 현대1차, 삼성청담공원, 한신오페라2 대림1~4차 건영 현대3차 청담자이 우성
동양파라곤
▶ 역삼동 - 은하수, 개나리푸르지오, 역삼 아이파크1,2차, 래미안그레이튼1, 2차, 동부센트레빌 개나리4차
개나리래미안 역삼래미안 역삼푸르지오 금호어울림 롯데캐슬노블 월드메르디앙 브라운스톤역삼,
역삼대림 세방하이빌
▶ 도곡동 - 도곡렉슬, 도곡대림, 도곡현대, 한신, 경남, 개포럭키, 개포한신, 역삼우성, 삼익, 삼호, 우성4-5차,
삼성레미안, 삼성생명아파트, 타워팰리스, 쌍용예가 도곡1~3차아이파크 현대그린 중명하니빌
현대하이페리온 매봉삼성 포스코트
▶ 대치동 - 개포우성1-2차, 대치현대, 대치우성, 쌍용1-2차, 은마, 동부센트레빌, 롯데캐슬리베, 포스코더샵,
대치롯데캐슬, 미도1~3차 대치아이파크 대치삼성래미안 대치삼성2~3차 현대1차 하이캐슬
세영팔레스 풍림아이원1~4차, 대치하이스턴, 래미안대치팰리스
▶ 개포동 - 개포현대1-3차, 개포우성3,6,8,9차, 쌍용빌라트, 상지리츠빌, 경남1~2차 개포주공5,6,7단지
대치1,2,3단지 현대전화국조합
▶ 일원동 - 삼익대청, 우성7단지, 현대4차, 한신, 푸른마을, 샘터마을, 목련타운, 한솔마을, 가람, 상록수, 청솔대명
▶ 수서동 - 삼익, 신동아, 동익, 한아름, 까치진흥 수서삼성

>> 강남서초내일신문 ①

주요 빌라
청담동, 삼성동 빌라단지 등 주요 빌라 배포

관공서 및 주요 거점 배포
▶ 강남구 : 강남구청,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동사무소, 대치2,3,4동 문화복지센터,
강남구민회관, 대치동 한림빌딩
(하이스트학원), 은마상가, 대치동
정한빌딩, 대치탑프라자, 대치프라자,
남서울상가,태원리치타운상가, 링구아
어학원, 원플러스상가, 도곡동렉슬상가,
하이마트 대치

가두배포
한티역사거리, 은마아파트사거리,
대치역사거리, 도곡역사거리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서초구 아파트

>> 강남서초내일신문 ②

주요 빌라
서래마을, 동광단지 등 주요 빌라 배포

▶잠
 원동 - 동아, 청구, 한신, 한신로얄, 한신한강, 한신잠원, 강변, 현대, 신화, 금호베스트빌, 베니하우스, 잠원 노블레스빌,
진일빌라트, 메이플라워, 현대빌라트, 미주파스텔, 브라운스톤잠원 신반포2, 4,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5, 26, 27차 노블레스, 녹원한신, 롯데캐슬1, 2차, 청구블루힐, 중앙하이츠, 한신그린 잠원현대훼미리,
잠원훼미리, 킴스빌리지, 한신타워
▶반
 포1·2·3·4동 - 래미안퍼스티지, 경남, 우정에쉐르, 궁전, 한신서래, 현대동궁, 라인, 반포자이, 반포주공, 신반포1, 3,
15, 23차 반포푸르지오, 현대, 반포현대, 반포리체, 삼호가든 5차, 미도1, 2차
▶ 서초동 - 삼풍, 현대4차, 유원, 삼익, 진흥, 무지개, 신동아, 트라펠리스, 현대성우, 아이원 플러스아파트, KT파라곤,
현대ESA3차, 코아텔쉐르빌, 서초나산스위트, 데캐슬쥬피터, 현대리츠빌, 현대초원, 새티스아파트,신원아침도시1,2차,
동원베네스트, 우정에쉐르, 롯데캐슬클래식, 현대슈퍼빌, 대림 e편한세상1차, 3차, 5차, 월드메르디앙, 현대I-PARK,
래미안유니빌, 다솔아파트, I.G.A빌라트, 서초래미안3,4차, 남아너스빌, 신영 지웰, 더샵, 오데움1차, 2차, 더샵, 엘지자이,
대림 e편한세상2차, 서초래미안5, 6차, SK-VIEW, 서초현대, 한일, 아남, 데캐슬스파, 현대3차, 두진, 디아망, 풍림아이원,
대성유니드, 월드메르디앙, 동아빌라트, 서초녹원, 서초삼성, 서초래미안7차, 롯데캐슬84, 로얄아파트, 롯데캐슬리버티,
경남 아너스빌, 극동 스타클래스, 서초리시온, 상지리츠빌, 현대 임페리움아파트, 현대아이파크, 벽산블루밍, 서초래미안,
서초스위트, 래미안아트힐, 삼환나띠르빌
▶ 방배동 - 신동아, 삼익, 임광1-3차, 삼호한숲, 삼호, 현대1-3차, 현대멤피스1-2차, 방배우성, 대우효령, 영진, 보성,
삼환나따르빌, 서림아이리스, 롯데빌라트1, 2차, 청광아트빌라5차, 현대맨션, 방배아침도시, 공작빌라트,
방배로얄1-2차, 현대빌라트, 월드빌라트, 현대ESA3차, 래미안아트힐,롯데캐슬파크, L/G자이, 대림e-편한세상1차,
대림아크로리버, 동부센트레빌, L/G황실자이, 방배대우, 방배아트e 편한세상, 청광아트빌, N,suite, 신동아럭스빌,
이수브라운스톤, 홍화브라운, 쌍용, 한진로즈힐, 대우슈페리움, 롯데캐슬헤론, 대림이편한세상2차, 서리풀이편한세상,
래미안타워
▶ 양재동 - 양재우성
▶ 우면동 - 동양고속, 코오롱, 대림, 한라, 우면주공, 네이처힐가든, 네이처힐1, 2, 3, 4, 5, 6, 7단지

관공서 및 주요 거점 배포
하나로마트, 서초구청, 서초구보건소, 서초구
동사무소,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스포츠 센터,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방배유스센타

가두배포
뉴코아강남점, 삼호가든사거리

지역내일신문 배포 현황

노원구

>> 노원도봉내일신문

도봉구

▶상계2동 	우성, 성원상떼빌, 노원현대, 비콤드림힐3차, 상계아이파크, 동양엔파트,
신이모닝빌, 대동청솔, 상계중앙하이츠1차, 코오롱, 한일유앤아이, 타클래스2차,
우문수해오름

▶상계3동	성림 (미라보), 상계건영, 불암대림, 불암동아, 불암현대, 청암1,2,3단지
▶상계5동 벽산, 금호, 신동아, 한신1,2,3
▶상계7동 한양
▶상계8동 주공11단지
▶상계9동 	주공12단지, 주공13단지, 주공14단지, 임광, 마들대림, 상계대림 e편안세상,
북부현대, 현대2차, 현대4차, 한창늘푸른, 대창센시티, 중앙하이츠, 현대1차,
현대3차, 중앙하이츠2차, 상계역대림, 주공15단지, 주공16단지, 보람1차2차

▶상계10동 주공7단지, 주공9단지, 주공10단지
▶상계동 	주공1단지(고층), 주공2단지, 주공3단지, 한보미도, 주공4단지, 주공6단지
▶중계1동 	청구3차, 건영3차, 주공8단지, 주공10단지, 롯데우성, 신안양지, 주공5단지,
성원1차, 양지대림1차, 양지대림2차, 삼창타워주상프라자, 중계1동 대호프라자

▶중계2동 경남롯데상아, 중계그린(시영1차)
▶중계3동 건영2차
▶중계4동 	주공4단지, 중앙하이츠1차(101~401동), 중앙하이츠2차(501동), 주공2단지,
성원2차, 건영, 동도센트리움, 비콤드림힐, 염광, 신일주상복합, 중계현대2차

▶중계본동 	라이프, 신동아, 청구2차, 동진신안, 현대4차(114,115동), 현대3차(101,102동),
현대5차(현대그린), 현대6차, 현대4차(111-113동), 금호타운, 한화꿈에그린,
중계1차스타클레스, 진로대림, 주공6단지, 주공7단지

▶도봉1동 한신
▶방학1동 	도봉삼성레미안, 대상타운현대, 삼성1단지, 삼성2단지,
브라운스톤, 방학(이수), 북한산아이파크(창동현대5차)

▶방학4동 ESA 1,2,3
▶창5동
신도브레뉴, 동아그린, 대림, 효성상아1차 ,2차
▶창동 	동아, 동아청솔, 성원, 창동현대2차, 창동현대3차,
창동현대4차, 쌍용, 삼성, 대우그린, 주공19단지,
주공18단지, 주공4단지, 주공1단지, 주공2단지,
주공3단지(고층)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송파구
▶ 풍납동	풍납현대, 한강극동, 쌍용, 풍납우성, 풍납미성, 풍납극동, 강변현대, 신동아, 갑을, 대아, 현대리버빌1차,
2차, 송파현대홈타운, 송파해모로

▶ 방이동, 오금동, 오륜동 코오롱, 한양3차, 대림가락, 방이금호, 오금현대, 가락상아1, 2차, 가락우창, 오금대림, 삼성,
현대백조, 쌍용스윗닷홈, 올림픽선수촌

▶ 송파동

호수임광, 한양1차, 한양2차, 반도, 송파현대, 가락삼익, 송파미성, 홍익, 봄마을, 송파래미안, 래미안파인탑

▶ 잠실동, 삼전동, 신천동 잠실우성4차, 잠실현대, 아시아선수촌, 우성1, 2, 3차,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 잠실 5단지, 한신코아, 현대비젼, 장미1~3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파크리오

▶ 문정동	문정삼성레미안, 가락현대1차, 문정푸르지오, 문정현대1차, 문정대우3차, 송파삼성레미안,
가락삼성레미안, 잠실 한솔

▶ 장지동	파인 1단지, 파인 2단지, 파인 3단지, 파인 4단지, 파인 5단지, 파인 6단지, 7파인 단지, 파인 8단지, 파인
9단지, 파인 10단지, 파인 11단지

>>송파강동내일신문

송파구 빌라 및 주상복합
▶ 방이동
금 탑 파 크 맨 션 , 현 대 파 크 빌 라 ,
남경하이츠빌라, 소망골든빌라, 리치아트빌,
신동아빌라, 목화타운, 낙원빌라, 송화빌라,
파인빌리지, 탑스빌, 에덴빌라, 현대비라,
대원빌라, 다솔주택, 그라스빌, 한스빌,
동부센트빌, 한가람, 방이아크빌, 해 동,
보미리즈빌, 하은빌리지, 두원빌라,
삼성빌라트, 오성빌라, 휴먼빌소망빌리지,
한스빌, 샤르망빌, 수정아트빌, 정인빌,
파라다이스빌, 현대주상복합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아트, 올림픽파크타워,
대양코리아나타워, 올림픽파크빌,
올림픽하이빌, 인텍파크랜드

▶ 석촌호수

강동구
▶ 둔촌1, 2동 둔촌중앙하이츠, 청원파크빌, 성내청구, 푸르지오
▶ 성내동 	중명아파트, 한솔, 하나프라스1, 인덱스파크뷰, 올림픽파크플러스, 네스빌, 하나프라스2, 신일유토빌,
동아1차, 동아2차, 한솔에리즈2차, 한솔, 둔촌역청구, 태천12차, 태천15차, 성내삼성, 성내2차e편한,
동남드림빌, 동방, 운암 409-8, 한솔에리즈1차, 한솔브리즈, 중앙하이츠

미켈란호수, 삼환아르누보, 여흥레이크빌,
현대레이크빌, 한진로즈힐레이크,
대우레이크월드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양천구

>>양천강서영등포구로내일신문

영등포구

▶목동 	목동1,2,3,4,5,6,7단지,우성, 현대1차, 진도2차, 금호1차, 목동힐스테이트
▶신정동 	목동8,9,10,11,12,13,14단지, 양천아파트. e편한세상1011/1012, 현대11차, 유원로즈빌, 명지해드는터, 대림아크로빌(e편한세상), 파인빌,
삼성래미안, 쌍용101/102, 청구지벤, 삼익, 목동현대, I PARK, 롯데캐슬,
학마을 두산(1단지),학마을SH(2단지), 경남아너스빌,
신정이펜하우스1~5단지. 정은스카이1,2,3, 마이홈, 대성유니드1차,2차,
동방,신정뉴타운두산위브

▶신정3동 	신트리1,2,3,4단지, 현대5차, 태영데시앙(학마을3단지), 신정 e-편한대림,
대우미래사랑(오피), 푸른마을1,2,3,4차, 동일하이빌1,2차,

▶신월6동 	벽산블루빙1,2차, 대주파크빌
▶목1,2,3동 	목동대원칸타빌1차, 목동아이파크, 대원칸타빌2차,3차, 스카이빌 목동아파트,

▶양평동 	양평삼성래미안, 삼천리, 대우미래사랑, 우림루미아트,
대우이안2차, 대우이안1차,당산어울림2차, 벽산, 신동아,
신동아하이펠리스

▶당산동 	현대한전(현대홈타운), 삼익, 거성파스텔, 현대6차, 성원,
삼호한숲, 미래사랑2, 동보, 유원제일1차, 2차, 현대2차,3차,
대우미래사랑3창, 신동아파멜리에, 동부센트로빌,
금호어울림, 한강서초, 현대5차, 삼성4차, 강변삼성3차

▶영등포동 경남
▶신도림동 	미성, 신도림 대림1,2차, 신도림3차 대림, 대림e-편한세상
4~7차, 현대, 우성1~3차,동아1~3차, 고척푸르지오

▶문래동 	한신(서통), 미원, 현대2차, 현대6차, 현대5차, 베어스타운,

목동초원쌍떼빌, 금강에스쁘아, 목동현대101, 목동아이파크2차(초원현대),
성원쌍떼빌1차, e-편한세상, 월드메르디앙1,2차, 목동성원2차, 목2동 금호,
롯데캐슬위너, 금호어울림2단지, 명지해뜨는터, 인우, 목동노블레스,
신목아파트, 신동아, 극동 늘푸른, 웨스트빌, 목동건영아파트, 두산위브,
일신파스텔

관내 오피스텔 및 상가 배포
해누리타운, 구민체육센터, 양천구청, 하이페리온1,2, 대림아크로빌A, 대림아크로빌B,
대림아크로텔, 스타빌A, 스타빌B. 우림필유, 굿모닝탑, 벽산블루밍, 동문오피스텔,
청소년수련관, 파라곤, 삼성쉐르빌오피스텔1 A동, 삼성쉐르빌오피스텔1B동,
삼성쉐르빌오피스텔1C동, 목동트윈빌, 현대월드타워, 미라지타워, 광장빌딩1, 가든스위트,
우성에펠, 부영그린1타운, 부영3차그린타운,

현대3차, 진주, 두산위브, 동양파라곤1,2,
현대홈시티오피스텔1,2, 벽산메가트리움, 진로, 공원한신,
국화, 남성, 삼환, 리버뷰신안인스빌1.2차

강서구
▶등촌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

대림, 그린임광아파트, 등촌아이파크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sk뷰, 강서힐스테이트
수명산아파트1~8단지
마곡1~15단지, 한솔솔파크. 마곡힐스테이트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분당지역 아파트
▶ 야탑동 	SK 영남 한일3단지 한신2단지 진흥더블파크 SK뷰 동원로얄듀크 트라움바움하우스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주공3단지 주공4단지 현대아이파크 현대 8차 동부/코오롱 주공8단지
벽산 경남아스빌 선경 대우 쌍용 기산 경향 진덕

▶ 이매동 	건영 한성 태영 삼호 두산 풍림 선경 효성 금강 한신 동부/코오롱 동신(3단지) 청구 성지
진흥 동신9단지 삼성 삼환

▶ 서현동 	 삼성한신 한양 우성 현대 동아 삼환 임광 현대 화성/LG/대우/대창 미래타운
▶ 분당동 건영2차 라이프 동성 삼부 우방
▶ 수내동 	 금호 1단지/6단지 금호 3단지 청구 한양 1단지 한양 2단지
대림/롯데/삼익/서안 쌍용/벽산/신성

▶ 정자동 	청 구 LG2차 한일 주공4단지 주공5.6단지 우성3차 라이프1.2단지 우성6차 신화
동아1단지 동아2차 우성4차 한진6단지 한진7단지 한진8단지 주공3.4단지
선경/경남빌라 임광/보성

▶ 금곡동 영남서광 계룡 화인/유천 한라 주공5단지 동아 대원 성원
▶ 구미동	롯데/선경 주공6단지 주공5단지 주공2단지 대우/롯데/선경 신원 제일 라이프 동아
건영3차 청구 삼성.건영 금강 주공(12단지) 대림 LG 신한.건영 주공4단지

판교지역 아파트

>>성남분당용인수지내일신문①

분당지역 주상복합 / 오피스텔
▶야탑역 	시 그 마 3

노블리스2 분당르네상스
한승베네피아 라비앙 뉴젠빌 프리아

▶서현역 	풍림아이원 오벨리스크 성지하이스텔 지엔느
에클라트1차 에클라트2차 금호리빙스텔 천지
한라시그마파크

▶수내역 	두 산 위 브 센 티 움 청 구 블 루 빌 트 라 펠 리 스
보보스쉐르빌 수내그라테아 트레벨 판테온
스티플러스
로얄팰리스 한솔인피니티
현대아이파크

▶정자역 	백 궁 파 라 곤 동 양 파 라 곤

두산위브제니스
두산위브 파빌리온 분당인텔리지2 타임브릿지
정자푸르지오시티 대림아크로텔 미켈란 쉐르빌
더샵 스타파크 아데나 팰리스 상떼뷰리젠시
현대아이파크1.2.3단지

▶미금역 	골 든 밸 리 미 금 파 크 빌 딩 성 우 시 티 밸 리
천사의도시1차 천사의도시2차 천사의도시3차
현대아리온 분당엠코헤리츠 분당하우스토리
삼라마이다스빌 코오롱더프라우 현대벤처빌

▶오리역 	엘지트윈하우스 성우스타우스 세종그랑시아
▶ 백현동 	주공뜨란채 5단지 주공뜨란채 6단지 주공뜨란채 7단지 이편한세상 8단지 이편한세상
9단지 푸르지오 1단지 휴먼시아 2단지 휴먼시아 4단지

▶ 판교동 	모아미래도7단지 상록8단지 한림풀에버9단지 주공 10단지 주공 11단지 주공 12단지
휴먼시아1단지 푸르지오2단지 푸르지오3단지 푸르지오5단지 로제비앙2차

▶ 운중동 	대방노블랜드 부영사랑으로 한성필하우스 휴먼시아6단지 건영LIG 4단지 대광로제비앙
휴먼시아11단지 휴먼시아12단지 태영데시앙 13단지

▶ 삼평동 	2 단 지 이 지 더 원 1 단 지 풍 성 신 미 주 휴 먼 시 아 휴 먼 시 아 3 단 지 휴 먼 시 아 4 단 지
휴먼시아5단지 휴먼시아7단지 휴먼시아8단지 금호어울림9단지

포스빌 한솔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용인수지지역 아파트
▶ 동천동 	우미이노스빌 신명스카이뷰 효성현대2단지 써니밸리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굿모닝3차 굿모닝1차
현대2차홈타운 동문굿모닝힐5차 동문굿모닝힐6차 현대홈타운1차 영풍마드레빌 풍림2차
벽산블루밍 진로 대우

▶ 풍덕천동 	삼성래미안6차 삼성래미안5차 삼성래미안7차 삼익,풍림,동아 삼성4차 동보 현대 동부 삼성2차
동문 보원 삼성1차 건영 한성 한국 주공1단지 현대 프라임 상록 7단지 임광/극동 성지 우성 상록
6단지 진흥 주공 9단지 현대성우 동보 3차 동보 4차 태영 데시앙1차 태영 데시앙2차

▶ 상현동 	성원상떼빌1,2차 동보2차 롯데캐슬 2단지아이파크 성원상떼빌3단지 5단지아이파크
10단지아이파크 쌍용3차 쌍용1차 현대성우 5차 두산위브 LG자이9단지 센트럴아이파크
현대성우1차 현대성우3차 동일스위트 금호베스트빌4단지 금호베스트빌3단지
금호베스트빌2단지 금호베스트빌1단지 쌍용2차 성원 상떼빌3차 현대2차 3단지아이파크
현대홈타운 현대프레미오 금호5단지 풍산 풀빛촌삼호벽산 현대힐스테이트

▶ 성복동 	푸르지오 LG빌리지1차 LG빌리지2차 LG빌리지3차 LG빌리지6차 수지자이 경남아 스빌1차
벽산체시빌 강남빌리지

▶ 신봉동 	효성.현대4단지 우남 한화꿈에그린 한일 벽산블루밍 LG빌리지5차A.B단지 LG자이1차
LG자이2차 자이3차 동일하이빌(2차,3차,4차) 동부센터레빌(1차,5차,6차)

용인기흥지역 아파트
▶ 죽전동	현대홈1.2단지 이편한세상 현대홈3차2단지 현대홈타운2차 중앙하이츠빌 건영캐스빌 현대1차
현대홈6차(힐스테이트) 푸르지오 21블록 동부센트러빌 대우푸르지오7블록 모아미래도
우미이노스빌3.5차 죽전퍼스트하임 대주한신 길훈1차 주공8단지 뜨리에체 죽전파크빌
롯데낙천대 아이파크 e편한세상 우미이노스빌2차 극동스타클라스 아이파크2차
한라프로방스2차 현대홈4차3단지 현대홈4차4단지 한라신영프로방스1차 금강 프르지오29블록
현대홈4차1단지 현대홈4차2단지 한양수자인 우미이노스빌1차(300) 반도보라빌 벽산4단지
벽산3단지 벽산2단지 벽산1단지 벽산첼시빌 동성1차 동성2차 죽전아이뷰 대우넷씨빌

▶ 보정동 	아이파크1차 포스홈타운1단지 포스홈타운3단지 동아솔레시티 상록데시앙 동원로얄듀크 LG자이
성원쌍떼빌 삼성명가타운

>>성남분당용인수지내일신문②

고정배부함
▶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정자동 분당도서관
한국통신
분당노인사회복지관
정자동 청소년수련관
분당우체국
판교동사무소
판교동사무소문화센타
운중동사무소
판교도서관
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죽전도서관
수지도서관

▶ 주요시설 
궁전쇼핑타운
대명상가 주차장
수내1동주민센터
금호상가
청구상가
롯데백화점
대명상가
코끼리상가
수내2동사무소
돌고래재래시장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안양군포의왕과천내일신문

안양시

군포시

▶공작마을
부영, 성일, 럭키
▶관악마을
동성, 현대, 청구, 부영, 성원, 주공
▶꿈마을	동아건영3차, 건영5차, 우성7차, 라이프, 현대7차, 한신
▶목련마을	우성3차, 선경1차, 신동아, 경남동아, 우성7차, 우성5차, 두산
▶무궁화마을	효성한양, 건영코오롱, 진흥, 금호, 경남, 태영
▶샘마을
임광5차, 우방3차, 쌍용, 대우한양
▶은하수마을 청구, 벽산, 신성
▶한가람마을 삼성, 두산, 신라, 세경, 한양
▶향촌마을
롯데, 현대4차, 현대5차
▶초원마을
대림, 성원, 부영, 세경, 한양, LG
▶귀인동
현대홈타운
▶동편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비산동	삼성래미안, 관양현대, 뉴타운삼호, 임광1차, 임광2차,

▶산본
레미안하이어스
▶산본10단지 주몽주공, 대림
▶산본11단지 엘지백합, 삼성장미, 신안모란
▶산본12단지 목련한양, 목련우방, 목련한국
▶산본13단지 개나리주공, 동백우성
▶산본6단지 을지한진, 을지삼익

호계현대2차

▶관양동 인덕원삼성

설악 주공, 덕유주공

▶산본동

2차대림e편한세상,
쌍용

▶금정

삼성쉐르빌

의왕시
▶숲속마을 1단지, 3단지, 4단지
▶청계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포일동 인덕원삼호
▶내손동	내손삼성, 대림2차, 평촌삼성, 대원칸타빌2차 , 반도보라2단지, GS상록,

현대힐스테이트, 신성, 현대홈1차, 효성

▶호계

▶산본7단지 솔거대림
▶산본8단지	수리한양, 계룡삼환,

내손주공

▶덕천마을 메가트리아

▶오전동	신원수선화, LG진달래, 굿모닝대명, 모락산현대

고정배부함
YWCA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창업지원센타
(메사빌딩 4층)
샘안양병원
안양샘한방병원1층
만안여성회관
샘여성병원
만안구 보건소

만안구청
행복한봄의원
동안양세무소
평촌도서관
시청민원실(로비)
우체국
동안구보건소
동안 구청민원실
청소년 수련관

금강벤처텔
메트로칸
건설타워
동아프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물
한솔센트럴파크2차
한솔센트럴파크3차
월드빌
동양그라테아

동우베스티움
세방
샤르망1
라츠
효성인텔리안
아크로펠리스
아크로타워2층
에메랄드빌딩
한솔센트럴파크1차 1층

무역쎈타빌딩
법원앞 한송정건물
법원앞 고려랭명건물
법원앞 농림수산시품
관양두산벤처다임
안양매가벨리
금강아이티타워
동일테크노7차
대룽15차

성지스타위드
평촌두산벤처다임
디지털엘파이어
동일테크노
에이스평촌타워
트윈프라자
새서울프라자
청솔학원
맵시프라자

A&C프라자
피플스
협성골프
농협건물
갈미O&M프라자
최강학원건물
KMC건물
강남청솔학원
새중앙교회

(아동발달센타)
남천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군포시청(우편함투)
삼성디지털프라자
의왕시청
의왕시청민원실
의왕청소년수련관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일산덕양파주김포내일신문①

일산서구 아파트
▶ 강선마을	대우,벽산(1단지), 경남(2단지), 한신(3단지), 동신(4단지),
동부(5단지), 한양,금호(6단지), 삼환,유원(7단지), 럭키,롯데(8단지),
화성(9단지), 한양,금호(10단지), 태영(11단지), 두진(12단지),
뉴서울(13단지), 두산(14단지), 보성(15단지), 동문(16단지),
동성(17단지), 우성(19단지)

▶ 문촌마을	우 성 ( 1 단 지 ) , 라 이 프 ( 2 단 지 ) , 우 성 ( 3 단 지 ) , 삼 익 ( 4 단 지 ) ,
쌍용,한일(5단지), 쌍용,기산(6단지), 주공(7단지), 동아(8단지),
주공(9단지), 동부(10단지), 건영(11단지), 유승(12단지),
대우,벽산(13단지), 세경(14단지), 부영(15단지), 뉴삼익(16단지),
신안(17단지), 대원(18단지), 신우(19단지)

▶ 후곡마을	대우,벽산(1단지), 대창,동양(2단지), 현대(3단지), 금호,한양(4단지),
영풍,한진(5단지), 건영,동부(6단지), 동성(7단지), 동신(8단지),
럭키,롯데(9단지), 동아,임광서한(10단지), 주공(11단지),
주공(12단지), 태영(13단지), 청구(14단지), 건영(15단지),
동아,코오롱(16단지), 태영(17단지), 현대(18단지)

▶ 성저마을
동익(1단지), 세경(2단지), 풍림(3단지), 삼익(4단지)
▶ 장성마을	동부(1단지), 대명(2단지), 건영(3단지), 대명(4단지)
▶ 탄현마을	경남,진로(1단지), 삼익(2단지), 부영(3단지), 건영(4단지),
건영(5단지), 현대,한신(6단지), 부영(7단지), 동성(8단지),
일신(9단지), 동문(10단지), 동신(11단지), 서광(12단지),
삼환(13단지), 주은2차(14단지), 효성(15단지), 풍림(16단지),
쌍용스윗닷홈, 현대,대림(큰마을), 임광.진흥, 탄현동사무소, 두산
위브더제니스

동문 (산들5단지), 대림e (산들3단지), 대림e (산들2단지), 대림e
(산들1단지), 삼성아파트, 에이스9차, 쌍용아파트, 대교베르빌
(산들6단지), 이안일산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유진스웰 1/2차

▶ 대화마을	엘지G S자이(1단지), 한라비발디(2단지), 동문리버뷰(3단지),
일신건영휴먼빌(5,6단지),
현대아이파크(8,9,10단지)

양우내안애(6단지),

▶ 가좌마을	양우내안애(1단지), 대우프르지오(2단지), 벽산블루밍(3단지),
벽산블루밍(5단지)벽산블루밍(6단지), 한화꿈에그린(6단지)

▶ 덕이동	동문굿모닝힐1차, 동문굿모닝힐2차, 동문굿모닝힐3차, 중앙하이츠,
태영데시앙레스빌2차, 동양라파크, 1단지(현대 아이파크),
2단지(신동아 파밀리에), 3단지(신동아 파밀리에), 4단지(신동아
파밀리에), 5단지(현대 아이파크)

일산동구 아파트
▶흰돌마을	금호(1단지), 청구(2단지), 국제,한진(3단지), 주공(4단지),
서안(5단지), 라이프빌라(6단지), 건영(7단지)

▶호수마을	대우(1단지), 현대(2단지), 유원,삼환(3단지), 롯데,럭키(4단지),
청구(5단지)

▶강촌마을	동아(1단지), 한신(2단지), 패밀리(3단지), 라이프(5단지),
한양(6단지), 선경,코오롱(7단지), 우방(8단지)

▶ 일산1동	태영데시앙, 풍원상가아파트, 동문 굿모닝힐 2,3차, 신원 센스빌
(구일산)
1/2차, 일신삼익,휴먼빌2차(일신건영2), 휴먼빌1차(일신건영1),

▶중산마을 	두산(1단지), 코오롱(2단지), 일신(3단지), 건영,동부(5단지),

현대3차, 동문5차, 주은1차아파트, 에이스10차, 풍원아파트,
에이스11차, 동문1차, 동양메이저, 현대홈타운1차, 현대홈타운2차,

태영(6단지), 코오롱(7단지), 대우,삼성(8단지), 두산,한성(9단지),
경남,동신(10단지), 현대(11단지), 현대(12단지)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백송마을	삼부(1단지), 대림(2단지), 우성,한신(3단지), 삼호,풍림(5단지),
벽산,대우(6단지), 임광(7단지), 선경,코오롱(8단지), 두산(9단지),
건영(10단지)

▶백마마을	삼성(1단지), 삼환,극동(2단지), 한양,금호(3단지), 한얀,청구(4단지),
한성,쌍용(5단지), 벽산(6단지)

▶풍동	S K뷰(은행3단지), 중앙하이츠, 에이스12차, 주공(숲속1단지),
두산위브(숲속2단지), 뜨란채(숲속3단지), 주공(숲속4단지),
현대아이파크(숲속5단지), 두산위브(숲속6단지), 주공(숲속7단지),
주공(숲속8단지), 성원상떼빌(숲속9단지), 성원1차~5차, 쌍용아파트,
숲속5단지, 숲속6단지

▶하늘마을	주공휴먼시아 (1단지), 휴먼시아 (2단지), 주공 (3단지), 주공 (4단지),
휴먼시아 (5단지), 휴먼시아 (6단지), 중흥S클래스타운 6단지

▶위시티(자이,	1단지(gs자이), 2단지(gs자이), 3단지(벽산블루밍), 4단지(gs자이),
벽산,블루밍) 5 단 지 ( 벽 산 블 루 밍 ) , 주 상 복 합 아 파 트 ( 자 이 ) , 일 신 건 영 휴 먼 빌 ,
에버나인(숲속10), 숲속9단지,자이안센터(2,4단지)

오피스텔 및 기타
▶장항동, 백석동	청원레이크빌1,2, 호수그린, 대우메종, 삼성메르헨하우스, 삼성라끄빌,
코오롱레이크폴리스1,2,3, 현대타운빌, 현대에뜨레보, 동양메이저,
현대아이스페이스, 우인아크리움빌, 양우, 쌍용플래티넘,
한강오피스텔, 마이홈코리아, 한라밀라트, 마이다스빌, 로데오하인빌,
우림보보카운티, 중앙하이츠

▶대화동 	대화씨티빌, 동남아트월드, 삼운트루아, 영림브레야, 신동아노블타워
▶백석동	리젠시. 현대밀라트, 대방샤인빌, 두산위브,동문굿모닝힐,효성레져스,
영림브레야, 디아뜨크리스탈

▶암센터 주변 단독주택, 푸르뫼 마을, 영림브레야 / 디아뜨클리스탈

>>일산덕양파주김포내일신문②

파주시 아파트
▶ 교하지구	교하주공 (노을빛1), 교하주공 (노을빛2), 동문굿모닝힐
(숲속길3), 동문굿모닝힐 (숲속길6), 월드메르디앙
(숲속길7), 동문굿모닝힐 (청석8), 대원효성 (청석9),
동문굿모닝힐 (책향기10), 신동아파밀리에 (책향기11),
진흥효자 (책향기12), 상록경남 (책향기13),
우남퍼스트빌 (책향기14), 상록데시앙 (책향기15)

▶ 산내마을	한 라 비 발 디 ( 산 내 6 ) , 월 드 2 차 ( 산 내 8 ) , 현 대 2 차
(산내교하), 산내3단지(산내3)

▶ 해솔마을 	월 드 메 르 디 앙 1 차 ( 해 솔 ) , 두 산 위 브 ( 해 솔 1 ) ,
삼부르네상스(해솔5), 운정휴먼시아(해솔11),
휴먼시아(해솔6), 현대1차 (해솔교하),
벽산/우남연리지(해솔4), 운정 롯데캐슬

▶ 가람마을	벽산/한라비발디(가람1), 휴먼시아(가람2), 동문1차
(가람3), 한양수자인 (가람4), 휴먼시아 (가람6),
한라비발디 (가람7), 가람5단지, 동문2차 (가람8),
남양휴튼(가람9), 동양엔파트&월드(가람10),
동문굿모닝힐(가람11)

▶한빛,한울	휴먼시아 (한빛6), 휴먼시아 (한울4), 휴먼시아 (한울3),
벽산1,2,3차 (한울교하벽산), 휴먼시아 (한울5), 휴먼시아
마을
(한울6), 삼부르네상스 (한울7), 자유로아이파크 (한빛3),
휴먼빌 (한빛2), 한라비발디 (한빛1), 롯데캐슬 (한빛5),
휴먼시아 (한빛8), 휴먼시아 (한빛7)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부천상동

>>부천내일신문

부천중동

▶상동 사랑마을
▶상동 꿈동산
▶상1동 한아름마을
▶상1동 반달마을
▶상2동 백송마을
▶상2동 행복한마을
▶상2동 하얀마을
▶상2동 푸른마을
▶상3동
▶상3동 다정한마을
▶상3동 진달래마을
▶상3동 라일락마을
▶상3동

청구, 삼익.선경.벽산
신안
현대라이프, 삼환, 동아, 동성, 동원, 한국
건영, 선경,동아, 삼익, 극동,신라
LG상록, LG.SK, 동남, 풍림
금호, 서해, 한양
현대, 주공, 경남
창보, 한라
서해
금강KCC, 삼성레미안, 주공그린빌, 쌍용
대우, 대림, 효성, 신동아, 써미트빌
동양주공그린빌
유림대우

인천
▶삼삼동	삼산타운 두산위브, 신성미소지움, 삼산타운 주공4단지,
서해그랑블 5단지, 삼산타운 주공7단지

▶부개동	주공7단지, 주공6단지, 주공5단지, 주공3단지, 주공2단지,
주공1단지

▶부개동 푸른마을 삼부, 한신
▶부개동 보람마을 상우, 신명

▶중1동 그린타운 금호, 한양
▶중1동 미리네마을
동성, 한양, 금호, 한신, 롯데2차
▶중1동 무지개마을
동신, 럭키
▶중1동 보람마을 아주, 동남
▶중1동 포도마을 영남, 삼보, 뉴서울
▶중2동 꿈마을
한진, 삼환, 동아, 서안, 건영
▶중2동 복사골
건영1차, 건영2차
▶중2동 연화마을 쌍용, 건영, 대원
▶중2동 그린타운 삼성, 우성1차, 한신, 우성2차
▶중3동 중흥마을 두산, 극동, 신동아, 영남, 주공6단지
▶중3동 설악마을 주공
▶중3동
대림
▶중4동 금강마을 금강마을
▶중4동 은하마을 주공1, 주공2, 쌍용/효성, 대우/동부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단원구 아파트
▶ 고잔2동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 선부동 공작한양, 수정한양, 산호한양, 주공 6단지, 주공7단지, 주공8단지,
주공9단지, 주공10단지, 주공11단지, 주공12단지, 주공13단지, 주공
14단지, 주공15단지, 벽산블루밍, 효성

▶ 원곡동

주공1단지, 주공3단지, 벽산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한화 꿈에그린,
대우 푸르지오 8단지

▶ 초지동

주공1단지, 주공3단지

고잔신도시 아파트
▶ 고향마을주공1단지, 그랜드월드대우(1,2차),
▶ 그린빌주공(7,9,10,11,12,13,14,15,16,17,18단지), 금강(2,3차), 네오빌주공(6,8단지),
▶ 늘푸른금강, 상록마을삼보, 서해그랑블, 숲속마을요진, 요진보네르빌리지,
▶ 푸르지오(3,4,5,6,7,9차), 푸른마을주공(2,3,4,5단지), 호수공원대림(1,2차),
▶ 호수마을풍림

상록구 아파트
▶ 성포동
▶ 월피동
▶ 본오동
▶사 동

선경, 예술인, 현대, 주공3단지, 주공4단지, 주공10단지, 주공11단지
한양, 현대, 주공1단지, 주공2단지, 주공3단지
신안1단지, 신안2단지, 우성, 태영), 한양, 주공
현대1차, 현대2차, 선경, 신우, 요진, 욱일, 월드1차, 월드2차,

>>안산내일신문

고정배부함
▶ 안산시내 대형 건물
▶ 관공서 민원실(안산시청, 경찰서, 상록구청, 단원구청, 법원,
검찰청, 20개 동사무소, 세무서, 여성회관, 한국전력, 올림픽기념관 등)

▶ 대형사업장, 경기테크노파크, 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
가스공사 경인지부, 반월공단 유통상가, 병원에서
내일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직접배포
안산시내 중심상가 직배 시스템 구축.
중앙동 고잔신도시 중심상가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대구내일신문

수성구
▶ 범어동	범어화성파크드림,월드메르디안웨스턴카운티,코오롱하늘채수,범어화

▶ 지산동	지산5단지,시영1단지,시영4단지,시영5단지,동서아파트,서한청산,청구

성파크리젠시,태왕리더스명품,청구빌라맨션,청구성조타운,태왕유성하
이빌,유림노르웨이빌1차,유림노르웨이2차,범어동일하이빌,궁전맨션,범
어롯데케슬,우방그린빌,우방파크빌,우방하이닉스,가든1차,가든3차,경
남아파트,두레맨션,을지맨션,효성백년가약궁,청구하이츠,우방청솔맨션,
수성태왕아너스,쌍용스왓닷홈범어예가

타운,지산보성,동서무학,화성,영남,우방타운,에덴,협화,현대,한라,호반
맨션, 화성고려파크뷰,대성로얄하이츠

▶ 범물동	영남보성1차,보성2차,범물보성타운,범물1단지,청구아파트,한라창신,
용지(2~4)단지,두성아파트,에덴신화,서한화성,청아타운1차,2차,삼주타
운,범물보성송정,인앤인,범물청림,우방미진타운

▶수성동(1가 ~4가)
	삼익아파트,삼환아파트 ,신세계,한가람타운,오성우방아파트,태왕아너스
태왕하이츠리버뷰,수성그린타운,수성롯데케슬2차,수성보성타운,우방사
랑마을,수성e~편한세상,화성쌍용타운,수성하이츠,태영데시안,삼환나우
빌,유성프르나임,삼우수성타운,영남타운,동양엘리브,대백인터빌,수성롯
데케슬,수성롯데케슬2차,서한e~다음

▶ 만촌동	만촌우방하이츠,메트로팔레스(1단지~5단지),만촌보성타운,만촌태왕리
더스,만촌월드메르디안,수성아크로타워,수성2차e~편한,우방금탑,만촌
화성파크드림,한화꿈그린,만촌우방1차,산장맨션

▶ 시지동,매호동,신매동 사월동
	은세계,재림은탑,시지월드메르디안,시지대백맨션,아이프라임,신매효성
백년가약,시지보성3차타운,시지태왕하이츠1차,신매우방타운,시지프르
지오,시지대성유니드,하나아파트,두레아파트,청구하이츠,매호효성백년
가약,한일유엔아이,시지서한타운2차, 매호화성파크드림,태왕 하이츠2
차,동서타운2차,누리아파트,매호협화맨션,동서타운1차2차,신매역우방
유셀

배포함배포

▶ 중동,상동	리 바크로파트,천가지꿈,광명프리지던트,정화우방팔레스,청구타운,
상동동일하이빌

▶ 두산동,황금동
	대우드럼프월드,수성화성파크드림,황금미진타운,청원맨션,성창파크빌
황금롯데케슬1단지~5단지,황금태왕리더스,가든2차

수성구전지역

파일 배포
수성구,중구

지역 내일신문 배포 현황

>>구미내일신문

▶고아읍	봉한)삼우힐타운, 금류타운, 럭키아파트,

2지구1단지, 현진에버빌, 영남네오빌1차,
영남네오빌2차, 세양청마루, 아이파크,
현대아파트, 한빛타운

에덴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원호대우
푸르지오

▶ 공단

우석아파트, 장한맨션

▶북삼읍	시 티 타 운 , 화 성 아 파 트 , 로 얄 아 파 트 ,
대동아파트, 인평시티, 용우주택, 숭오
늘푸른아파트, 휴먼시아, 현대아파트,
화성타운, 금봉타운1차3동, 금봉타운2차,
금봉101동, 창신아파트, 현진에버빌

▶광평	광 평 이 맨 션 , 금 오 맨 션 , 동 우 주 택 ,
동우2차, 광평푸르지오1단지,
광평푸르지오2단지

▶구평동	구평푸르지오, 부영 3단지, 부영 7단지,
부영 5단지, 부영 6단지, 부영 8단지, 부영
1단지, 부영 2단지, 휴먼시아

▶비산동

전원리빙필, 벽산아파트, 강변보성

▶사곡, 임은	전원리빙필, 미성오딧세이201, 보성2차,
라이프파크빌301, 조은베네디움, 하늘선,
삼성아파트, 두원아름다운집,
사곡동신인터빌, 화성스위트빌,
동신파크뷰, CH드림빌, 우원파크빌1차,
우원파크빌2차, 사곡굿팔레스, 보성1차,
세주리더스빌 102동, 삼성3동,
서경미래타운

▶구포동	성원아파트, 성원 3주공, 화진금봉 1차,
화진금봉 2차, 화진금봉 3차, 화진금봉
4차, 화진금봉 5차,인의주공, 미래주공

▶남통동	대동아파트, 청구아파트, 두산1단지,
두산2단지, 신영솔바로, 금오산어울림
1단지, 금오산어울림2단지, 이편한세상

우방신세계1단지, 우방신세계2단지

▶도량1동	조 일 월 드 빌 , 럭 키 전 원 , 미 광 아 파 트 ,

▶도량2동

도량3주공, 파크맨션, 도량4주공

▶도량동	2지구4단지, 뜨란채, 2지구3단지, 그린빌,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이편한세상935, 우미린,
현진에버빌

▶원호리	점보타운, 한누리3단지, 한누리2단지,
대우아파트

▶인의동	인 의 주 공 , 미 래 주 공 , 인 의 푸 르 지 오 ,
▶상모

휴먼시아, 도량1주공, 도량2주공,
귀빈맨션, 두산아파트, 대경하이츠,
럭키원앙

혜성골든, 벨라, 샛별아파트, 우방 2차,
신화101동, 신화102동, 두산맨션, 한솔
아파트, 우방 1차, 한우 2차, 삼성장미
아파트, 한신 아파트, 상산에이스201동,
대원골든타운, 송정그린빌라,
삼우타운201동, 대풍하이츠, 신화601동,
두산주택, 대성하이츠6차, 하나빌리지,
신화501동, 굿모닝하이츠, 광명빌리지,
송 림 아 파 트 , 로 얄 아 파 트 ,
푸르지오케슬A단지, 푸르지오케슬B단지,
푸르지오케슬C단지

▶상모, 임은	상 모 동 신 인 터 빌 , 라 이 프 파 크 빌 ,
라이프파크빌, 화성타운, 임은굿팔레스,
서경미리내타운, 부용모던빌, 화성2차,
굿 팔 레 스 , 미 성 빌 라 2 3 차 ,
미성오딧세이101, 미성빌라21차,
상모두산아파트, 세양청마루

▶송정동	한가람빌리지, 효성, 삼성사원아파트,

청구아파트, 대동 다숲, 신화, 우림나이스,
인의 시영아파트, 이화아파트,
현대아파트, 대성하이츠801동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새한 사원아파트, 대동
아파트, 우성노블레스

구미 내일신문 배포 현황

▶ 형곡동
반석드림빌801동, 조일월드 601, 조일월드 602,
진달래아파트, 황실, 월드센스빌, 엄지마을, 형구타운,
조일월드1차, 효성로즈타운, 우성크리스탈, 동부늘푸른,
형곡금오맨션, 동우그린파크, 미성20차, 신화,
비둘기아파트, 2주공, 청일한양, 삼우형구타운,
진흥빌라트, 3주공, 풍림1차, Ch세로빌, 전원리빙필,
두산맨션201동, 삼풍골드, 우원주택,
반석드림파크901동, 효성나오스빌, 미성오딧세이,
조일월드501동, 신세계타운, 대림베스트빌201동,
이구로얄2차, 대림베스트빌101, 대성하이츠7차,
화산인터빌, 효성로즈빌, 두산, 진주맨션2차,
효성장미8차, 대원4차, 도시주택3차, 평산자연빌2차,
시영아파트, 화산인터빌201동, 대성하이츠5차,
대원산맥나동, 대원산맥가동, 진주맨션1차,
도시주택3차4동, 두산주택, 반석드림2차, 대경하이츠,
삼성코닝, 풍림2차, 신화301, 미성24차, 비둘기맨션,
스위트베스트, 대림베스트빌301, 4주공, 이구로얄1차,
삼우타운(4주공뒤), 대성하이츠7차, 대경파크7차,
대경파크빌801, 대성하이츠빌 2차 , 신영케스빌,
대원로얄, 산호맨션, 동신인터빌, 효성장미10차,
형곡아름다운집, 삼우초원맨션, 대동 빌라트, 우방3차,
조일월드301, 진덕디오스빌C동, 진덕디오스빌B동,
진덕디오스빌A동, 삼우, 화진, 평보, 삼우 923동 , 삼우
921동 , 삼우 920동 , 삼우 919동, 흥국, 동우,
정우17차, 삼우 922동, 삼우 924동, 이천연립, 도시주택
11동, 대동빌리지 95-7차, 도시주택 12차, 골드맨션,
삼우 910동, 삼풍 , 모란빌라, 대원주택 , 경남타운,

대원공원타운, 정우공원마을, 우정타운, 미성9차,
세진주택, 정우빌라6차, 황금빌라, 일산맨션, 일산난초,
대성실버빌라, 영남주택, 효성장미201동,
미성빌라15차, 청원빌라, 부강하이츠,
형곡이구맨션10동, 대경하이츠, 효성장미107동,
대성하이츠빌3차, 로얄5차, 삼우906동, 삼우907동,
보은맨션, 일산빌라, 도시14차, 효성빌라3차, 두산맨션,
태창주택102동, 부광맨션, 보은주택, 부림럭스빌,
일산청솔, 영남3차, 남원주택1차, 삼우925동, 그린빌라,
홍익빌라, 청일궁전, 녹원빌라, 삼풍빌라, 도시주택 ,
황토방빌라, 한신, 초원빌라, 청암빌라, 산…빌라, 무궁화,
삼우306동, 명금빌라, 삼우908, 삼우913, 무진빌라,
한양아파트, 삼우109동, 정우맨션, 한아름타운,
국제서부맨션, 금마주택, 동산그린, 삼우 108동,
대원주택3차, 진덕아이원빌, 홍일빌라,
효성장미빌라6차, 정우16차아파트, 크린맨션102동,
크린맨션103동, 무지개맨션, 서광주택, 도시주택 ,
고려빌A동, 삼덕빌라, 대동맨션4차, 미성8차,
이구맨션20차, 도시주택 , 삼우 926동, 대풍, 크린맨션
101동, 동신주택, 태양맨션, 정우빌라15차, 황제빌라,
그린빌라, 신성빌라, 장미빌라, 한양빌라, 대동공작빌라,
산풍빌라, 하나빌라, 수성탑스빌, 푸른숲마을3동
(101,102,103동), 세원빌라, 건영타운, 궁전주택,
코리아빌라, 삭산주택, 상산에이스빌, 대성맨션,
대본패밀리2차, 동의주택, 론원빌라, 궁전빌라트,
금마주택, 태광무지개A동, 삼우 905동, 우정아트빌라,
금마주택 913동, 세일까치빌, 금마주택 941동,
천일빌라, 우림럭스, 로얄맨션, 삼우 926동,
도시주택3차 4동, 큰길 두산빌라, 목화빌라, 청솔빌라,

세진빌라, T영보, 동방4차, 대동주택 301동,
미성빌라A동, 미성빌라B동, 진덕디오스빌, 아름빌라,
보람빌라1차, 다솜빌라1차, 정우12차, 백조맨션,
형구주택, 동문빌라, 도시주택3차7동, 도시주택3차6동,
한미빌라, 평산자연빌1차, 정우10차, 남원빌라,
이구21차, 평보산이슬, 새롬빌라, 대동맨션, 정우3차,
동산그린빌라, 미성6차, 미성7차, 대성빌라1차,
삼우911동, 미성5차, 미성3차, 금마주택911동,
미성10차, 미성14차, 보람빌라2차, 청원빌라, 동남맨션,
홍익맨션, 안성2차, 무지개2차, 청담빌라, 미성19차,
고려빌라, 대풍빌라3차, 대풍빌라9차, 대풍빌라6차,
도시주택3차5동, 샛별빌라, 삼우912동, 그린맨션,
미성18차, 홍익, 이구18차, 삼우916동, 우진주택4동,
성강, 한림빌라, 형곡빌라, 삼우917동, 동강다솜빌라,
대동맨션4차, 대성하이츠, 삼풍빌라, 상록골든,
프리미엄빌라, 귀족빌라트, 대풍타운, 일산봉림,
전원맨션, 천일빌라, 정우7차, 정우13차, 스위트빌,
세라302동, 평산라얼빌3차, 경남타운, 정우5차,
대풍5차, 동방3차, 범운, 대원, 정우11차, 상산빌라,
서정빌라, 영남5차, 정우9차, 동산그린빌라, 이구15차,
이구16차, 영남주택, 도시주택2차, 이구맨션22동,
삼우105동, 우리빌라2차, 아름빌라, 정우, 대경빌라트,
다솜빌라, 장미맨션, 반도빌라, 태성맨션, 부광하이츠,
궁전주택, 다원빌라, 우진주택, 잉꼬맨션, 진덕디오스,
원양, 한라, 건영, 미성13차, 상록주택, 삼우 915동,
태성, 동우, 미래빌라, 목화빌라, 경남타운, 공원빌라

▶ 황상동

인동 드림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