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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요

인을 통해 결정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공공요금

중 가장 대표적인 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내외

의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인 전

기요금 제도와 주택용 누진제 제도는 그 목적과 대상, 운영방식

등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연구만으로 주택용 누진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진제에 대한 별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전력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택용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누진제 정책은 전체 전기요금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급속한 경제성

장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민주화

가 일반 국민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정책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변화를 여

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기요금제도와는 다른 주택용 누진제를

이해하기 위해 누진제가 시행된 1975년부터 지금까지의 주택용 누

진제도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1981년부터 201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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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6년간의 전력수급상황과 경제상황,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황,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

증적인 분석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통계

분석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력수급 상

황을 대표하는 설비예비율 한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정

치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

인하지 못했다. 최근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문제는 거의 매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 되어왔지

만, 전기요금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와 한전

은 그런 이슈를 제때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런

정책적 실패가 결국 2016년 누진제를 둘러싼 국가적 갈등 사태를

불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공공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달라진 국민의식과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춰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앞으로 공공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주요어 :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규제, 정책결정, 한국전력공사

학 번 : 2016-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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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6년 여름 기상청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폭염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

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누진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JTBC 등 주요 언

론사의 비판적 보도를 통해 촉발되어 심각한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되었

고, 전기요금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전력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

력공사(이하 한전)를 향해서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그

이후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결국 2016년 12월, 3단계 3배 수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그림 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변화(197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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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2월 최초로 도입되어 40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큰 변동을 겪어왔다. 최초

에는 1.6배 수준에서 시작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누진율은 1970년

대 말 중동발 오일쇼크로 인해 19.7배 수준까지 강화되었고, 이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다시 4.2배 수준까지 완화되었다. 1990년대

에 들어 누진제는 다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00년 11월 18.5배까지 상

승하였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 누진제 사태로 3배 수준으로 조정된 2016

년 12월 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변화 없이 11.7배 수준으로 유

지되어 왔다.

이처럼 시대별로 크게 변동되어온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보면서 어떠

한 요인이 정부의 누진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전

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전에 정책변화를 통해 해소되

지 못하고 2016년 여름과 같은 큰 사회문제로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기요금 제도 전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과 전기요금 조정 요인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되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한 후 누진제 정책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전력수급 안정

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제도의 두 가지 중요한 도입 목적이 실제 정

책결정으로 적절하게 반영되어 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통해 “2016년 누진제 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보고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요금 정책 결정방법과 공기업의 역할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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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요금 규제 및 공공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 후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결정 과정 및 정책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우선 관련 논문과 주요 언론보도, 국내외의 다양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

결정 요인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방법을 적용

하고자 한다.

관련문헌으로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한전 등 정책당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정책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등 전기요금 누진제가 안건으로 올라온 각종 회의의 회의록,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 누진제 관련으로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

로 일반 소비자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판결문 등을 참고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36년간의 전기요

금 누진제 수준 데이터와 전력수급상황을 대표하는 전력예비율, 국제 유

가 등 에너지가격 변동,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량, 한전의 경영실적 변화 등을 연도별 데

이터를 수집하여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누진제 정책변화 내용과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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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요금 규제 이론

후생경제학에서는 독점,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실패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만든다

고 보며, 이러한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중요한 근

거가 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는 시장 지배적인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과소하

게 공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와 독점사업자

의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는 문제 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초기에 투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평균비용이 완만하게 하강하

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는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

보다 소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이 생산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

게 되며, 이러한 분야를 일컬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이라고 한

다. 이러한 자연독점 분야는 신규 진입자의 참여가 어렵고 기존 공급자

들의 경쟁우위가 유지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독과점 공급자가 시장을 지

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경쟁유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자연독점 상태에서는 경쟁 제한이 되기

쉽고, 이로 인한 X-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2014. 김준기 공기업정책

론 제7장) 이러한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는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체제를 구축하는 방법과 정부가 이들 독점

기업을 직접 소유하는 국영독점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 전력망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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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전이라는 정부소유 공기업을 통해 국영독점의 방법으로 전력서비스를 국

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가격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산업정책에 관한 규제로써 가격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기업

이 맡고 있는 분야는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독점행위, 생산제품이 가진

특성 등으로 시장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규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공기업

에 대한 정부의 소유구조와 연관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비해 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는 정부의 관여 강도가 더욱

크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는 공익성, 재분배 목적이 부각되기

도 한다. (2014. 김준기 공기업정책론 제8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은 이와 같은 공익성과 재

분배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 전기요

금이 용도별 요금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일반용과 주택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농업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원가이하의 요금을 적용하여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나,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국제적인 연료가격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부담이 급

증한 상황에서 실제 전기요금은 최소한 인상에 그쳐 한전이 5년간 총 10

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던 사실은 전기요금 규제정책의 이러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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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정책 결정 이론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 중에서 전기요금 정

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론은 ‘정책의제 설정’에 관

한 이론과 James Q. Winson의 ‘정치경제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1. 정책의제 설정 이론

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

책변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연속 순환과정을 가지며

(권기헌, 2008 정책론 6장), 정책의제 설정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 사

회적쟁점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Cobb&Elder, 1972) 그러나 사회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전개

되기도 한다.

<표 2-1> 정책의제 설정 과정

유 형 정책의제 설정 과정 비 고

1. 일반적인 과정
사회문제 → 사회적쟁점 → 공중의제
→ 정부의제

2. 내부접근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남

3. 외부주도형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남

 * 출처 : 권기헌(2008)을 기반으로 정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위의 유형에 따라 분

석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전기요금 정책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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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따라 어떻게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까지의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의제 설정유형은 전형적인 내부접근형

이었다.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하여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정부정책 전반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정

책의제가 설정되었고 전기요금 정책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다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오일 쇼크 등 대외환경과 산업주도의 경

제성장 정책에 따라 주택용 소비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가 강화된 반면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였던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에는 강력한 물가안정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따라 주택용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변경되었던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두 시기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유사했으나 정부가 추구했

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부터는 내부주도형에서 외부주도형으로 정

책의제 설정과정이 점차 변화되었고,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그런 성격이 가장 강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 설정과정이 외

부주도형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기가 어려워

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이슈에 비해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었던 누진제 정

책은 쉽게 변경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정책결정방식이 내부접

근형으로 변화되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적지않게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과 4대강 사업 추진, 박근

혜 정부 시절의 국정교과서 정책 추진 등은 이러한 정책결정방식에 따른

대표적인 갈등발생 사례이다.

2. 정치경제 비용-편익 분석 모형

James Q. Wilson 은 ‘정치적 비용-편익 모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

의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정치적 권력의 분배와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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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결정된다는 일반적 인식을 넘어서서, 반대로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의 중요 행위자 또는 행위자의 활동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

였다. 정치적 비용-편익 모형은 다음 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표 2-2> 정치경제 비용-편익 분석 모형

구 분
인지된 정책비용

분 산 집 중

인지된
정책편익

분 산
대중적정치

(majoritarial politics)
기업가정치

(enterpreneurial politics)

집 중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도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윌슨의 모델을 적용하면 전기요금 누진제 정

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전기요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김영헌은 “에너지공기업 요금규제 방식과 체제의 개선방안” (2012)

에서 에너지 요금 결정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정책결정 과정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전, 가스공

사, 난방공사 등 세 공기업의 공공요금 규제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에너지가격의 왜곡 문제는 규제방식의 문제이기보다

정부의 규제행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정부가 규제원칙

에 충실한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규제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9 -

을 제시하였다.

전재열은 “상장공기업의 공공요금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전기요금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2013) 라는 논문에서 상장공기업의 공공요

금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과 최종적인 요금 결정시 주주가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2011년 두차례

전기요금 조정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관련 전기요금 결정

환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분석하

였다.

연구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논리와 지식경제부의 전력수

급 안정 논리가 우세하게 반영된 2011년 두차례 전기요금 인상에서 모두

원가보장이나 주주가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반영되었고 정부와 정치

권의 논리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상장공기업의 경

우에도 이사회가 공공요금 정책 결정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

고, 공공요금 결정에 주주가치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측면을 지적하

며 지배주주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 추구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침해로 귀

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백옥선은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

금을 중심으로” (2013) 에서 공공요금의 규제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기

반을 검토하고, 공공요금 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달라진 공공서비스 환경 하에서도 공공요금 결정

과 그에 대한 규제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의 생존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요

금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 논문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공공요금 정책을 보았을 때 어떠한 문

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어주었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시장경제 질서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정

부의 공적 정책 목표가 공공요금 정책을 통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에 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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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빈은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2016) 이라

는 연구에서 독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

요금 결정에 정치적 목적 및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높고, 전기요금 결

정시기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실질적

으로 반영되기 쉬운 전기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재량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기

관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전기요금 규제와 정책결정의 이론적 타당성 및 방식에 대한

많은 질적 연구가 있었지만 전기요금 결정형태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결과는 그 동안의 이론적인 논의

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의미있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3> 전기요금 규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논문제목 주요 연구결론

김영헌 (2012)

“에너지공기업 요금규제

방식과 체제의 개선방안”

에너지가격의 왜곡 문제는 규제방식 보다 정부의 규

제행태에 문제가 있음

정부가 규제원칙에 충실한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독립규

제기관에 의한 규제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전재열 (2013)

“상장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전기요금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논리와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안정 논리가 우세하게 반영된 2011년 두차

례 전기요금 인상에서 모두 원가보장이나 주주가치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반영되었음

강성빈 (2016)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적 목적 및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높고, 전기요금 결정시기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 영향이 매우 크

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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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전기요

금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적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또한 공공요금 연구에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전기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공

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도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압 중심의

주택용 요금과 고압중심의 산업용, 일반용 요금이 소비자 구성과 전력공

급방식, 요금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때

문에 전체적인 전기요금 관점에서의 논의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

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 2-4> 주택용, 산업용 특징 비교

구 분 주택용 산업용

적용범위
주거용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고객

고객구성 다수의 소용량 고객 소수의 대용량 고객 중심

요금체계 6단계 누진요금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고객호수 14,419천호 397천호

판매량 65,619백만kWh (13.6%) 273,548백만kWh (56.6%)

판매수익 81,162억원 (15.0%) 293,826억원 (54.4%)

판매단가 123.69원/kWh 107.41원/kWh

공급전압 저압(220V/380V) 고압(22.9kV이상) 위주

* 2015년 기준,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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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 700만에 달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각 세

대별로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을 채결하지 않고 있고, 단지별

로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소내변압기 등 수전설비와 세

대별 전력계량계를 한전이 아닌 고객이 직접 소유하고 있고, 전력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도 한전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택용과 다른 계약종별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고

객 및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관련된 선행연구도 수요관리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에너

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전력소비자이자 정책수용자

인 국민 입장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주택용 전력은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크

지 않고, 호당 평균 판매량 또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전의

고객관리 및 정부의 전력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주택용 전력의 소비자는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되고, 공

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수용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전력정책에서 주택용 요금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주택용 소비자의 특수성과 전기요금 누진제에 초점을 맞

추어 전기요금 제도를 분석하고,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문

제에 주목하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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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의 이해

제 1 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

1. 전기요금 규제체계 및 산정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사업 규제체계는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

조에서는 기본공급약관 인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전기요

금이 적정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

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전기요금 산정기준)한다고 되

어 있다. 또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의 하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 장관 인가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있

고, 이에따라 해당법률 규제기준도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결

정과 관련한 법령규제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1> 전기요금 규제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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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기요금산정기준 등 전기요금을

규제하는 법령과 기준 따른 전기요금 결정의 기본 원칙은 전기사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⓵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과 전기 판매사업자의 생산

성 향상 목표를 감안하여 조정한다1)는 것과 ⓶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

평성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2)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으로 정한다는 원칙은 전

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재정이 아닌 전기요금 수입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전력산업이 대규모 설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막

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금 유치,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전기

요금의 수준 및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반영되고, 전력생산 원가

가 전력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것을 반영한 계절

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형식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과 편익정도를 고려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구분되고, 각기 다른 요금수준을 적

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요금종별 교차보조의 결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 결정에 사회정책적 요인을 고려한다

는 원칙은 1970년대 이후 한정된 전력자원을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한 정책과,

농업 지원을 위한 농사용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 유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심야 요금제도, 계시별 요금제도와 수요관리 및 에너

지 절약 유도를 위한 강력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운영 등을 통하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8

조(요금수준)
2)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11조(요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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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결정원칙은 다음 표와 같이 각각 전기요금의 양적

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3-1> 전기요금 결정의 두가지 측면

구 분 전기요금의 양적측면 전기요금의 질적측면

원 칙 Ÿ 적정원가 + 적정이윤
Ÿ 전기사용자간 부담의 형평성 유지

Ÿ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고 려

요 소

Ÿ 물가상승률

Ÿ 전기판매사업자의 생산성

향상목표

Ÿ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및 편익

Ÿ 기타 사회정책적인 요인

(물가안정, 산업육성, 농업보호,

전력수급안정, 에너지절약 유도 등)

요금제

반영방식

Ÿ 전기요금 수준

Ÿ 전기요금 인상률

Ÿ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Ÿ 종별요금제(교차보조)

Ÿ 저렴한 산업용, 농사용 요금

Ÿ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결정의 양적 측면이 요금제도에 반영되는 방식이 전체적인

전기요금 수준과 전기요금 조정시 인상률, 그리고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

생산원가를 반영한 차등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면, 종별요금제와 종별 요

금차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교차보조,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 등은 전기요금의 질적 측면이 전기요금 제도에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각 요금종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각 요금종별의 수준과

인상률은 계약종별 생산원가와 물가수준 등이 반영된 양적 측면이 반영

된다고 할 수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누진구간 및 요금격차 등

은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전력수급 정책, 에너지절약정책 등 사회정책

적인 요인이 반영된 질적 측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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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제도 변화 과정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변화 과정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질적인 측면의 변화는 보면, 1973년 이전

에는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하였고, 전압별 구분을 기

본으로 하는 요금체계였다. 1973년 10월 석유 파동이후 용도별 요금체계

로 전환되었고, 산업용이 일반용에서 분리되었다. 그 시기 이후부터 산업

용 요금은 원가보다 낮고, 일반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제도가

유지되었다. 1992년 교육재정 및 문화시설 지원을 위해 일반용보다 저렴

한 교육용이 신설되었다. 그 이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

용, 가로등으로 구분한 요금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어고 있다.

<표 3-2> 전기요금 제도 변화

주요 변경시점 요금종별 구분 비 고

1973.11 이전 주택용 일반용(전압별,용량별구분) 농사용 가로등

1973.12 이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산업용 분리

1974.12 이후 주택용 공공용 영업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누진제 시행

1988.12 이후 주택용 업무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1992.2 이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교육용 분리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973년 11월 이전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낮은 3단계 체감요금제를 운영하였지만 1973년 12월 단일 요

금제로 전환되었고, 1974년 12월에는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누진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강성빈 : 2016) 주택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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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제도의 변화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양적 변화는 전기요금 조정률 추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3-3> 전기요금 조정률(1982～2015)

구 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종 합

전두환

정부

1982 0 0 -1.3 0 0 -0.7
1983 -5.2 -6.3 -1.8 0 -8 -3.3
1984 -
1985 -
1986 -2.1 -3.3 -2.8 -2 -3 -2.8
1987 -1.3 -9.7 -9.3 0 -20 -7.6

노태우

정부

1988 -8.2 -17.3 -4 -2 -20 -7.6
1989 -5 -15.8 -5 -5 -7 -7
1990 -3.6 0 -5 -2.1 0 -3.7
1991 12.6 3.5 1.9 -2.4 0 4.9
1992 6.1 6.1 0 6.1 0 6.1 6

김영삼

정부

1993 -
1994 -
1995 2.6 4.9 0 4.9 0 4.9 4.2
1996 -
1997 5.9 5.9 5.9 5.9 5.9 5.9 5.9

김대중

정부

1998 6.5 6.5 6.5 6.5 6.5 6.5 6.5
1999 0 6 6 8 0 6 5.3
2000 3.3 3 3 5 3 3 4
2001 -
2002 -0.5 0 0 0 0 0 -0.1

노무현

정부

2003 -2.2 -2 0 2.5 0 0 0
2004 -2.8 -3.5 -3 0 0 0 -1.5
2005 2.4 2.8 -15.3 3.3 0 3.4 2.8
2006 0 0 0 4.2 0.9 4.2 2.1
2007 0 -3 0 1 0 0 0

이명박

정부

2008 0 3 4.5 8.1 0 4.5 4.5
2009 0 2.3 6.9 6.5 0 6.9 3.9
2010 2 0 5.9 5.8 0 5.9 3.5
2011.8 2 4.4 6.3 6.1 0 6.3 4.9
2011.12 0 4.5 4.5 6.5 0 6.5 4.5
2012 2.7 4.4 3.0 6.0 3.0 4.9 4.9

박근혜

정부

2013.1 2.0 4.6 3.5 4.4 3.0 5.0 4.0
2013.11 2.7 5.8 0 6.4 3.0 5.4 5.4
2014 -
2015 -

´82～´13 누적 19.2 1.2 -16.4 93.9 11.7 21.9 49.4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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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시기에는 2차례 오일쇼크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산업용 전기는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 육성

을 위해 원가이하로 공급되었다.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업용에서 생

긴 손실을 주택용과 일반용으로 보전하는 요금종별 교차보조가 강화된

시기이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

는 이른바 3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1991년 ～ 1995년 사이 3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교

육용과 농사용은 동결되고 다른 요금종별만 인상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의 영향으로 초반부부터 전기요금이 매년 인

상되었는데,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소폭 조

정만 시행되었다. 특이했던 조정은 2005년 2.8% 인상시 교육용은 대폭

(-15.3%) 인하되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전

기요금 인상요인이 컸으나 정부에서는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매년 요금조정이 있었으나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한 인상률로 이 기간(2008～2012)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

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유 등 다른 에너지원 전기의 상대적 가격 불균

형으로 전력소비 급증 및 전력수급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전의

영업손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후 누적된 인상요인을 꾸준히 전기요금

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과 2013년에는 1년에 2차례씩 전기요금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다른 요금종별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산업용을 중

심으로 요금이 인상되었다.

2013년부터는 다시 저유가 기조로 접어들고 전력수급 상황이 안정되

면서 원가가 낮아져 한전의 영업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2014년

과 2015년에는 요금 조정이 없이 2016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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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전기요금 제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전기요금 조정절차는 ① 한전에서 예산서와 결산

서에 기초해 전기요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

자원부에 제출하면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③ 물가안정 정책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를 거치고 ④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

종적으로 전기요금조정안을 인가하게 된다. ⑥ 이렇게 결정된 전기요금

조정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림 3-2> 전기요금 조정절차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점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법령상의 공식적 절차이며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인가신청 전에 요금조정안에 대한 정부와 한전 사이의 최종 합의

를 거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집권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당정협

의, 청와대 수석간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및 조정을 하여 사전

에 합의된 조정안을 한전에서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성

빈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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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사용용도와 공급전압에 따라 주택용, 일반

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의 요금종별로 구분되며 각

기 다른 요금체계와 요금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요금단가가 높은 일반용,

주택용 등이 요금단가가 낮은 농사용, 산업용 등을 교차보조 해주고 있

는 상황이다.

<표 3-4> 전기요금 종별 요금체계 및 요금수준

(단위 : 원/kWh)

계약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요금단가

(2015)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123.69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차등

300kW이상 : 시간대별차등
130.46

교육용 학교, 박물관등
계절별차등

1,000kW이상 : 시간대별차등
113.22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차등

300kW이상 : 시간대별차등
107.41

농사용 농업, 어업용
농사용(갑),농사용(을)저압 :단일요금 

농사용(을)고압 : 계절별차등
47.31

가로등 가로, 보안등 갑(정액), 을(종량) 113.37

심 야

전종별

(농(갑)·가로등·

예비·임시제외)

갑(난방), 을(냉방) 67.22

총 계 111.57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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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누진제 도입목적 및 변화 과정

1973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낮

아지는 체감형 요금체계였다. 그러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단일요

금체제로 개편되었다가 1년 후인 1974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내세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목적은 소비부

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 두 가지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산업

정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을 중요시하는 정책이었고,

오일쇼크로 수입 에너지가격이 치솟고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에서 한정된 전력공급을 산업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결

과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는 애초 누진제의 도입 배경이라기보다 누진제

도입의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1974년 최초의 누진제는 3단계 1.6배로 소비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

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확대되었

다. 그러다 1979년 6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5단계 3.9배에서 12단계

15.2배로 다시 한달 후에는 사상 최대 수준인 19.7배까지 누진율이 대폭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3低현상과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전기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주택용 누진율도 점차 완화되면서

1989년 7월 4단계 4.2배까지 낮아졌다.

1990년대 들어 다시 누진율이 강화되어 2000년 7월 7단계 18.5배가

되었고, 2005년 12월 6단계 11.7배로 조정된 후에 2016년 12월까지 10여

년간 누진단계 및 누진율의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진

제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전기요금 제

도에 반영하지 못하여 누진제의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었고, 2016년 여름

의 누진제 갈등사태와 12월 누진제 완화의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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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변화 추이

구 분 누진단계 누진율 비 고

박정희 정부

1974.12 3단계 1.6배
1차 오일쇼크 이후
누진제 최초 시행

1975.12 4단계 2.3배

1976.11
5단계

2.4배

1979.3 3.9배

1979.6
12단계

15.2배 2차 오일쇼크로
누진율 대폭 확대1979.7 19.7배

전두환 정부

1980.2 9단계 14배

물가안정 정책으로
누진율 지속 완화

1981.12 6단계 10.9배

1983.4

5단계

6.3배

1986.2 6.2배

1987.5 5.8배

노태우 정부

1988.3

4단계

5.1배

1988.11 4.7배

1989.7 4.2배

1991.6
5단계

7.0배

누진율 점진적 강화
1992.2 7.4배

김영삼 정부 1995.5

7단계

13.2배

김대중 정부
2000.11 18.5배

2002.6
저압 18.5배
고압 16.5배

노무현 정부

2003.1
저압 18.5배
고압 15.9배

2004.3

6단계

저압 11.1배
고압 9.5배

2005.12
저압 11.7배
고압 9.9배

2005～2016
누진단계/누진율 유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16.12 3단계 3배

* 출처 : 강성빈(2016) 표 3-5를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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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용 전기요금 이해관계자

주택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는 법률상 전기요금 정책을

직접 협의하고 결정하는 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하 전기위

원회, 기획재정부, 한전 그리고 행정부를 통할하며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경제산업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청와대가 있다.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전기요금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회와 여야정당, 보도를 통해 국가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여론을 형성

하는 언론 미디어 그리고 전기요금 정책의 수용자이자 최종적인 비용부

담자인 주택용 전기소비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전기요금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반응한다. 각 이해관계자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3> 주택용 전기요금 이해관계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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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전력산업정책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상 전기요금의 조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

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내 관련조직과 국회, 언론미디어, 한전 등을

통해 전기요금 정책결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

기도 하다. 전기요금 정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전력수급 안정

과 국내 산업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소관 공기

업인 한전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반면 공공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과 서

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하여 전기요금 정책 결정에 반영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가안정률 및 타 공공요금과 균형을 맞추어 가며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력수급 상황 그리

고 청와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사이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누진제가 강화되어온 것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

력수급 및 산업우위 정책목표가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이 더욱 중요시 되었던 1980년대에는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지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크게 완화되

었다.

나. 한국전력공사(한전)

한전의 경우 경영지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 에너지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전력생산 원가를 적

절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 또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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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고객의 민원을 직접

받아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주택용 소비자는 전체 전력판매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크기 않지만 고객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전 입장에서 가장 큰 민원사유 중 하나이다.

한전의 입장에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안정적 전력수급이

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한전에 미친 영향을 보

면 안정적 전력수급이 경영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소비를 오랫동안 억제해온

핵심 정책으로 누진제가 급격히 완화될 경우에 주택용 전력소비가 급증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한전은 주식시장에 상

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50%에 가까운 지분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

자, 일반투자자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이러한 주주들의 압력 또한 한전

입장에서 중요하다. 2008년부터 수년간 전기요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못

해 손실이 누적되자 일반 주주들이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나 2012년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 간에 벌어진 유

례가 없었던 갈등상황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한전은 이처럼 적정한 경영상황을 유지하면서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

하고 고객들의 전기요금 민원과 일반주주들의 압력을 관리해야 하는 매

우 복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 소비자(국민)

주택용 전기 소비자는 전기요금 정책의 수용자이자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로 주택용 전기요금 정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도 있

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과 누진제는 그 동안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시행되었던 정책이고 그 때문에 전기를 마음

껏 사용하지 못하고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쌓여져왔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수가 너무나 많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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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 소비자의 입장을 조직화하여 전기요금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전에 대한 민

원과 국회, 언론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주요한 의견표출 수단이었다. 결국 전력소비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과도

한 누진제도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불만과 고통은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 한전을 대

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라. 국회와 여야 정당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민여론을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가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소

비자는 전체 국민과도 같기 때문에 누진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매년 여름마

다 주택용 전기소비가 증가하고 누진제 부담이 커질 경우 국회는 이런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정책을 원만하게 실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라

는 두 가지 명분사이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를 때가 많았고 몇 차

례 정부에서 누진제 정책 변화를 추진할 때에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

하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하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

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주택용 누진제 정책 변화

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과정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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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언론 미디어

언론 미디어는 전기요금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도를 통해 정부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

고 강화시킴으로써 누진제 갈등을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언론은 때로는 정부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반대

로 정부와 한전이 몇 차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에너지절약 필요성,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의 이

유를 내세워 반대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전기요

금 누진제에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다소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인 것

도 사실이다.

이 논문의 주 관심 주제는 아니지만 언론이 공기업과 관련된 보도에

서 가지고 있는 보도관점(프레임)이 정부별 또는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

졌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여론 조성과 정책 결정과정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시대별 누진제 주요 이슈

이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많고

각각의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그 때문에 그동안

정부, 한전,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수많은 이슈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누진제 완화 또는 누진제 강화 필

요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누진제 주요 이슈를 언

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시대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가. 2005년 이전

3) 연합뉴스(2013)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 서민부담 늘 듯” (2013. 12.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609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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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완화되었던 누진제가 1990년대 들

어 다시 강화되면서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는 누진제 개선방안

및 단계적 폐지방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과소비 유발 우려

와 부유층 특혜 이미지를 내세워 누진제 개선에 부정적이었다.4) 오히려

2000년에 누진제는 7단계 18.5배까지 강화되었다.

그 이후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여야에서 누진제

완화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2004년과 2005년 두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

재와 같은 6단계 11.7배 수준까지 누진제를 다시 완화하였다. 당시 정부

는 중장기적으로 3단계/3배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표 3-6> 2005년 이전 누진제 이슈 및 주요 변화

연 도 이슈발생 내용 주요 반응

1998년
12월, 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선
건의(→산업부)

산업부 난색(전력과소비 유발 우
려, 부유층 특혜 이미지)

1999년
8월, 에경연 2003년까지 누진제
단계적 폐지방안 발표(원가중심
가격체제로 개편)

2000년
11월, 산업부 누진제 개편
350kWh 이상 누진제 강화(최
대 18.5배)

2001년

3월, 새 누진제 민원 눈덩이
8월, 재경부 누진제 개편 않기로
(서민층 부담 우려, 제도 개편보
다 국민홍보 강화)

7월, 산자부 누진제 보완 추진
8월, 여야 정당 누진제 완화 요구
10월, 산자부 누진제 내년 개편

2002년

6월, 누진제 기준 완화
(300kWh -> 400kWh)
8월, 산자부 누진제 개편방안
(2008년까지 3단계/3배로)

2004년
3월, 누진제 개편
(7단계 18.5배 -> 6단계 11배)

2005년
12월, 누진제 개편
(6단계 11.1배 -> 6단계 11.7배)

4) 연합뉴스(1998), “<확대경> 누진제 폐지 논란” (1998. 12.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43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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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년 ～ 2010년

2006년 이후에도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표출 되었

다. 국회, 감사원, KDI에서도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한전과 정부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당

시는 전기요금 원가 급증에 따라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보다 요금인상이 중요한 문제였고, 누진제 완화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을 저소득층에 전가한다는 언론의 비판 등의 영향으로 무산되었다.

<표 3-7> 2006년～2010년 누진제 이슈 및 주요 변화

연 도 이슈발생 내용 주요 반응

2006년

2월, 다음 누진제개편 청원 1500
명 이상 서명
8월, 대구지역 시민단체 누진제
개선 요구

8월, 한전 누진제 개편 추진
8월, 산업부 전기위원회 고유가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 부적절

2007년
1월, 주상복합아파트 누진제 적
용, 주택용 대가족 요금제 실시

2008년

8월, 정부 누진제 완화 원가중심
요금제 추진
9월, 한전 김쌍수 사장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및 누진제 완화 필
요

10월 여야 누진제 개선 필요

2009년

4월, 한전 2012년까지 누진제 완
화 추진
5월, 감사원 누진제 문제 지적
6월, 정부 누진제 완화 검토

6월, 경향신문 등(전기요금 인상
요인 저소득층 전가)
6월, 전기요금 3.9% 인상, 누
진제 개편 무산
10월, 한전 김쌍수 사장 전기료
인상 및 누진제 완화 추진

2010년
8월, KDI 누진제 간소화 및 요
금인상 필요성 제기

10월, 국회 가정용에 패널티 산
업용에 인센티브 주는 요금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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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 2016년

매년마다 누진제 논란은 반복되었지만 누진제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2012년에는 한전과 정부 사이에 누진제로 인한

불협화음도 발생했고5), 2013년에는 정부의 누진제 개편 추진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 마주치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

금 누진제는 정책은 제때 변경되지 못하고 결국 2016년 여름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표 3-8> 2011년 이후 누진제 이슈 및 주요 변화

5) 디지털타임즈(2012) “한전 또 꼼수... 주무부처 상의없이 누진제 개편 발표... 지경부 ‘불쾌’”

(2012. 9.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9&aid=0002132850

연 도 이슈발생 내용 주요 반응

2011년

1월, 주요언론 1월 주택용 요금
사상 최대, 전기장판의 역습
11월, 지경부 전기먹는 하마는
전기장판 아닌 온풍기

누진제 개편보다 에너지절약 강
조

2012년

6월, 주요언론, 전기요금 인상전
에 요금체제 개편 필요
7월, 국회 전기요금 현실화 및
누진제 개편 추진
9월, 주요언론 징벌적 누진제 전
기요금 폭탄 유발 보도

8월, 한전 누진률 11.7배에서 3
배로 완화 검토
8월, 지경부 주무부처와 상의없
이 누진제 개편 발표 불쾌
9월, 지경부 누진제 연내개편 안
해

2013년

1월, 전국아파트연합 누진제 없
애야
2월, 지경부 국회보고 누진제 구
간 및 누진율 완화

2월, 주요언론 누진제 단계 축소
로 서민층 부담 늘 듯
2월, 시민단체 누진제개편안 저
소득측만 피해
8월, 야당 의원 누진제 축소 또
다른 신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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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년의 상황과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해마다 반복

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의 상황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어갔다.

이 해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갈등이 유독 격화된 것은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2016년 여름에는 유난히 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었다.6)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정에서는 6～7월부터 누

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언론에서도 전

6) 서울신문(2016) “폭염 24일, 열대야 32일... 역대 가장 더웠던 8월” (2016. 8.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81&aid=0002750850

2014년

6월, 정부 국민의견 반영 누진제
개편 다시 검토
9월, 법무법인 인강 전기요금 부
당이익 반환소송 제기

10월, 노영민, 조경태 의원 누진
제 개편 필요성 제기

2015년
2월, 한전 영업이익으로 인한 전
기료 인하요구를 누진제 개편으
로 반영 추진

6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7～9월 한시적 완화
12월, 당정 동계/하계 전기요금
인하 및 누진제 완화 추진

2016년

1월, 산업부 장관 누진제 완화
사회적 합의 필요
5월, 산업부 차관 올 여름에는
누진제 완화 미시행

7월, 주요언론 누진제 차별 문제
제기
8월, 박주민 의원 누진제간소화
개정안 발의
8월,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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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금 폭탄에 관한 보도가 쏟아졌다. 전기요금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던 이 해 여름에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행되

기 전부터 얼마가 청구될지 미리 알 수 없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한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고통이 일반 가정에 유난히 더 가중되었고 이는

형평성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둘째, 전력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누진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가 약화된 측면도 있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공급예비율이

5%대(설비예비율도 4～7%대)의 수급위기 상황이었고, 2011년 9월 15일

에는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고통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전력수급상황이 개선되어 공급예비율/설비예비율

이 2014년 11.5%/16.3%, 2015년 11.6%/19.4%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다

소 수급상황이 나빠졌지만 발전소 설비가 남아 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면서 일반 가정이 전기절약을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초 예상

과 달리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

당과 국민의당이 선전하면서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변화되었

다.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누진제 간

소화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누

진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기 시작했다.

넷째, 한전의 사상최대 영업실적도 누진제 불만에 ‘기름을 붓는’ 역

할을 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 발표된 2015년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국

제 에너지가격의 하락세 지속과 삼성동 구 본사부지 매각대금 수입 등으

로 연결기준 13.4조원을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

도한 이익이 곧 한전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전이 총 10조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 원가이

하로 전기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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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전을 향해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면, 2016년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

대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키운 측면도 있다.

2015년에도 누진제 개편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이후에 누진제를 개편하지 못하고

2016년으로 넘어왔다. 2016년 5월 12일에는 산업부 차관이 올 여름에는

누진제 개편이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표를 하

였다.7) 전기요금 인하 보다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표였지만 당시 누진제를 둘러싼 국민

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에 대응한 적

절한 대책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처럼 2016년 여름에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져, ‘민심이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누진제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를 높

였다. 2016년 8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7～9월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8) 그리고 누진제

개편 논의를 계속하여 2016년 12월에 3단계/3배 수준으로 누진제를 개편

하였다. 2005년 12월 6단계/11.7배 수준으로 개편한 이후 11년만의 누진

제도 변화였다.

7) 머니투데이(2016) “우태희 차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안한다.” (2016. 5.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aid=0003678410
8) 세계일보(2016) “전기료 누진제 7～9월 한시적 완화” (2016. 8.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aid=000308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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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모형

1.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문제 1>

연도별 전력수급상황의 변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

요억제를 위한 전력수급관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수급상황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전력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국가 전체적인 전력사용량의 증

감, 최대 전력(Peak)의 증감, 전력공급 설비의 증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설비예비율과 공급예

비율 지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전기는 대규모로 저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동하는 전력

수요 이상의 전력을 실시간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공급(전력공급설비의 용량)과 수요(총 전력소비량)간의 차이를

예비율이라고 한다. 전력예비율에는 전체 전력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한

‘설비예비율’과 고장이나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공급설비까지 제외한 ‘공급예비율’ 등이 있다. 과거에는 설비예비

율이 전력수급상황의 주요한 통계였는데, 최근에는 공급예비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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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급예비율은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한 지표이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에 공급예비율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

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이므로 전체기간 데이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설비예비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해마다

전력공급설비의 일정부분은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가동을 중단할 수 밖

에 없으므로, 공급예비율과 설비예비율 데이터는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력설비 투자의 경제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상

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예비율(공급예비율)을 12%～20% 수

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적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준을 맞추기 위

해 정부와 전력회사는 전력공급설비를 적절히 건설하고, 수요관리를 효

과적으로 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중에서 수요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전력예비율이 전력수급상황을 공급측면에서 바라본 지표라고 하면,

수요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Peak)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력소비량은 전력수요의 누적지표이고 최

대전력(Peak)는 순간지표이다. 두 지표 모두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관리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력소비량은 전체 전력소비량 또는 계약종별 전력소비량을 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최대전력(Peak)는 계약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에 대한 변수로 각각 연

도별 증가율을 사용하되, 전력소비증가율은 주택용 전력소비증가율로 분

석하고 최대전력은 전체 최대전력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변동도 전력수급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고, 국제적

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이 증가하면 정부는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

게 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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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전력수급상황과 에너지가격의 변동이 당해년도 주

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세부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1. 연도별 전력수급 상황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황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엄밀히 말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전기요금의 가격수준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상대적인 비율인 누진율이 높아도 절대적인 수치인 전

기요금 가격수준은 낮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한전의 경영상황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소비자와 정치권, 언론 등 전기요금 정책에 영향

을 미치는 여론주도층에서는 누진율과 전기요금 수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는 않는 경향이 있다. 전기요금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전기요금 단가가 높지

않더라도, 전기요금 누진율이 높으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는 누진율이 실제로 한전의 손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한전의 영업이

익이 급증하는 것에는 누진율의 영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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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격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전의 경

영상황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으면 높은 누진율에 대한 전

력소비자와 정책당국의 개선요구가 상당히 억제될 수 있고, 반대로 한전

의 이익이 많을 경우에는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개정이 원가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

부와 정치권의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전의 경영상황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관련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전의 경영상황과 주택용 전기요

금 누진율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전기요금 누진율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치적 상황변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정치적 상황변화 역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권여당에 의해 국민에

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을 보다 완화하는 동기가 작

용할 수도 있다. 정부의 성격 또한 누진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친기업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진보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기업위주 산업정책이 약화되어



- 38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 물론 정부의 성격과 산업

정책의 성격이 꼭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를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였다.

가설 3.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행여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모형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4-1>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력수급상황

국제에너지 가격

한전 경영실적

대선/총선 시행여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수준

통제변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3.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36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이는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명의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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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수준이다. 누진제

의 수준은 세부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

진율(가장 낮은 요금단계의 단가와 가장 높은 요금단계 단가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은 유사한

변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 누진단계가 많아질수록 누진율이 높아지고, 누

진단계가 줄어들수록 누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 두 지표 중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누진제도의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연중에 변경되는 경우에 측정치는 해당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결정하

는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연도별 전력수급상

황, 국제에너지 가격, 한전 경영실적, 대선/총선 시행여부 등 크게 4가지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측정지표를 <표

4-1> 과 같이 4개의 측정지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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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독립변수의 내용과 측정지표

변수내용 측정지표

전력수급상황

연도별 설비예비율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연도별 최대전력 증가율

국제에너지 가격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

한전 경영실적 한전 당기순이익

대선/총선 시행여부
대선/총선 시행연도 : 1

대선/총선 미시행연도 : 0

3. 통제변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력수급상황과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준다. 본 연구의

가설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41 -

제 3 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 4-2>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도 36 1981 2016 1998.50 10.536

누진제 단계 36 3 7 5.75 1.025

누진율 36 3.0 18.5 10.494 4.1844

설비예비율 36 4.1 82.1 25.903 22.9416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36 -2.1 31.4 7.667 6.4249

최대전력 증가율 36 -7.9 23.7 8.097 5.8888

두바이유가 36 12.20 109.03 39.6572 30.51511

한전 당기순이익 36 -32.70 134.16 10.2250 25.66898

대선 및 총선 시행 36 0 1 .39 .494

경제성장률 36 -5.5 13.2 6.428 3.8751

물가상승률 36 .7 21.4 4.372 3.6438

주택용요금 단가 36 68.66 127.02 97.0483 20.3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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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우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3>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누진율 설비예
비율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

두바이
유가

한전 
당기순
이익

대선/총
선 시행

경제성
장률

물가상
승률

주택용
요금단가

누진율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설비예
비율

Pearson 
상관계수 -.471** 1

유의확률 
(양쪽) .004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Pearson 
상관계수 -.449** .352* 1

유의확률 
(양쪽) .006 .035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

Pearson 
상관계수 -.341* .304 .722** 1

유의확률 
(양쪽) .042 .071 .000

두바이
유가

Pearson 
상관계수 .187 -.405* -.524** -.593** 1

유의확률 
(양쪽) .274 .014 .001 .000

한전 
당기순
이익

Pearson 
상관계수 -.126 -.084 -.063 -.087 -.211 1

유의확률 
(양쪽) .463 .624 .715 .616 .217

대선 및 
총선 
시행

Pearson 
상관계수 .011 .052 .019 .108 -.027 .192 1

유의확률 
(양쪽) .950 .763 .914 .531 .874 .263

경제성
장률

Pearson 
상관계수 -.376* .481** .587** .893** -.477** -.091 .052 1

유의확률 
(양쪽) .024 .003 .000 .000 .003 .597 .762

물가상
승률

Pearson 
상관계수 -.144 .218 .365* .226 -.289 -.146 .117 .117 1

유의확률 
(양쪽) .402 .202 .029 .185 .088 .397 .496 .499

주택용
요금 
단가

Pearson 
상관계수 .566** -.684** -.688** -.715** .729** .160 -.006 -.685** -.502**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350 .971 .000 .00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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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회귀 분석

가. 1차 회귀분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4-4> 다중 회귀분석 결과 1

○ R제곱 : 0.39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6.160 2.727 5.927 .000

설비예비율 -.091 .035 -.500 -2.624 .014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151 .156 -.232 -.967 .342

최대전력 증가율 -.323 .225 -.455 -1.436 .162

두바이유가 -.033 .028 -.241 -1.181 .248

한전 당기순이익 -.014 .026 -.095 -.561 .579

대선 및 총선 시행 .446 1.285 .053 .347 .731

경제성장률 .245 .323 .227 .760 .454

물가상승률 .047 .203 .041 .231 .819

a. 종속변수: 누진율

회귀분석 결과 R제곱 값이 0.396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설비예비율의 유의확률이 0.014로 95%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른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지 못했고, 가설 1-1 “연도

별 전력수급 상황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만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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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회귀분석(한전 당기순이익 데이터 전년치로 변경)

독립변수 중에서 한전 당기순이익은 다음해 3월에 연간 사업보고서

의 결산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데이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결정시에도 한전의 당년도 경영실적이 아닌 전년

도 경영실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당기순이익 데이터를 전년치 데이터로 변경하여 다시 한번 다중회

귀분석을 하여 보았다.

<표 4-5> 다중 회귀분석 결과 2

○ R제곱 : 0.440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7.088 2.481 6.887 .000

설비예비율 -.092 .033 -.507 -2.765 .010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172 .151 -.264 -1.141 .264

최대전력 증가율 -.270 .219 -.380 -1.232 .229

두바이유가 -.042 .027 -.309 -1.593 .123

한전 당기순이익 -.042 .027 -.257 -1.578 .126

대선 및 총선 시행 .917 1.270 .108 .722 .476

경제성장률 .162 .315 .150 .513 .612

물가상승률 .005 .193 .004 .024 .981

a. 종속변수: 누진율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독립변수 중 설비예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인 것은 같았지만, 분석모형의 R제곱 값이 0.396에서

0.440으로 증가하였고, 설비예비율 변수의 유의확률도 0.014에서 0.010으

로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한전 당기순이익 변수는 당년치 데이터가 아닌 전년치 데이터를 가지

고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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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회귀분석(종속변수 변경)

추가로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관심변수는 아니지만

다른 변수들이 주택용 전기요금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분

석해 보았다.

<표 4-6> 다중 회귀분석 결과 3

○ R제곱 : 0.949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82.056 6.341 12.940 .000

누진율 1.596 .296 .327 5.388 .000

설비예비율 -.120 .058 -.135 -2.053 .050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257 .238 -.081 -1.079 .290

최대전력 증가율 .524 .347 .151 1.511 .143

두바이유가 .322 .043 .482 7.531 .000

한전 당기순이익 .181 .043 .228 4.227 .000

대선 및 총선 시행 -.124 1.973 -.003 -.063 .950

경제성장률 -1.542 .487 -.293 -3.166 .004

물가상승률 -1.280 .297 -.229 -4.313 .000

a. 종속변수: 주택용요금 단가

회귀분석 결과 R제곱 값이 0.946으로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설비예비율, 두바이유가,

한전 당기순이익(전년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4가지 독립변수와

2가지 통제변수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기요금 단가라는 종속변수

의 특성을 생각할 때 예상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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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36년 동안의 관측치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

모형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 4 절 2005년 ～ 2016년 주요 변수의 변화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관심이 갔던 부분은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이 6단계/11.7배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던 2005년부

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의 기간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

동안 누진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 환경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면 이 기간 누진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고

2016년 누진제 갈등사태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 하지만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통계분석을 하기에는 관측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통계분석이 아닌 주요 변수의 변화추이 확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 12년 동안 변화추이를 확인해 본 주요 변수는 종속변수였던 누진

율, 통계적 분석 결과 종속변수와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설비예

비율,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를 대표하는 두바이유가, 그리고 일반국민들

의 누진제 불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 당기순

이익 등 4가지 변수였다.

이 4가지 주요 변수들의 12년간 변화 추이는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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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05년 ～ 2016년 주요 변수 변화추이

위 그래프를 보면 누진제가 변화하지 않았던 12년 동안 주요 정책환

경 변수들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설비예비율(녹색 선)을 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주었고 2013년까지는 10% 미만의 매우 낮은 상태

를 유지하였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누진제 필요성이 컸던 시기이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누진제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은 급속히 개선되었다. 2014년 이후에는 누진제

가 적절히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전 당기순이익(노란색 막대)은 2007년까지는 매년 1～2조원 수준

의 흑자를 기록하는 견실한 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 수조원 적자를 보며

급격히 나빠졌다. 이러한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12년까지 이어졌고, 소

규모 흑자를 기록한 2013년까지 6년간 비정상적인 경영실적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식적이

개선된 이후에는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가 높아졌고, 그런 요구에 대한 수용방법으로 주택용 고객 대상의 누진

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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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전의 당기 순이익 변화는 두바이유가(파란색 선, 오른쪽

축 참조)의 변화와 그 추이를 같이한다.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

상으로 급격히 치솟았던 2008년과 2011년 한전의 경영실적은 크게 나빠

졌다. 두바이유가와 설비예비율이 상반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도 주목해

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전력소

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전력부문은 공기업인 한전이

담당하면서 2008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닥친 초고유가 시기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의 에너지가격 상승 충격을 완

화하였고, 그 결과로 한전의 손실과 함께 전력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전력수급상황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전기요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누진제를 강화하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정

책변화가 필요했었고, 2012년 이후에는 누진제를 적절히 완화하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12년 동안 정부와 한전은 정책환경 변화

를 전기요금 정책의 변화로 담아내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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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전기요금 누진제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

진제의 시행 목적 중 하나인 안정적 전력수급과 누진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누진

율이 변화하지 않았던 12년 동안 전기요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환경 변수

들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이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었다는 것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국민적 불만이 지속되고 그런 불만이 제

때 해소되지 못하면서 2016년 여름과 같은 갈등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책

을 결정하는 정부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또한 언론과 국

회도 2016년 여름의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부의 누진제 정

책 수정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전 몇 년간은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이 조기에 변화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된 부분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2016년의 상황은 과거의 리바이

어던 거버넌스 방식이나 시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중 하나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관점으로 근본적으로 바꿔

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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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술적 의의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누진제가 시행된 이후 36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

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결정요인들과 실제 정책결정의 결

과인 누진율간의 관계를 일정 부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하지만 36년간의 연도별 관측치 만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기별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일부 데이터의 경우 분기별 데

이터 수집이 곤란하였고, 계절적 특성이 강한 전기요금 소비패턴과 그에

따라 계절별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설비예비율, 한국전력공사의 손익

등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면 분기별 데이터 분석은 적절치 않았고, 결

국 36개 연도별 관측치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도별 데이터보다 더 상세한 실증분석 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누진제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인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누진율 간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누진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

견이 많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에어컨,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의 보

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구별 전력소비량과 소득수준간의 상관관계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간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에너

지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기에너지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주택용 누진제의 부담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분석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징벌적 정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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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설에 대해 확인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기요

금 누진제 정책결정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수급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많은

정책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진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환경변화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

행여부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변수는 정치적 환경변화를 대표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책 수용자이자 소비자이

기도 한 일반국민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핵심 변수를 찾지 못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심도 깊은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 연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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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Policy 
about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hin Kwang Jo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policy about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ystem. There are many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electricity rates,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ystem

for residential use. The general electricity rates system and the

residential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ystem have man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urpose, object and working mechanis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policy by studying general electricity rates policy. That’s wh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ystem separately.

    Although the policy related to electricity rate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government's utility policy, the progressive

rates system that applies only to residential consumers(about 15% of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is considered less important among the

overall electricity rates policies.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government–led economic policies have been inevitable. The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forced to b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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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iority. and the policy of sacrificing the general public to support

industries has been taken for granted.

    But now the age has changed.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growth to the general

public. Government policy that does not reflect such a policy change

would face big opposition. Conflicts of 2016 about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were the events that made such a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of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system from 1975 to 2016. This study uses statistic method to

analyze the datas about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the

bussiness porformance of KEPC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

that determines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is only the reserve

ratio, that representing the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We did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ships for other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s a result of an additional analysis of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mainly in the media

reports, the issue surrounding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has

been raised almost every year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However, the government and KEPCO did not reflect such

issues on time. Such a policy failure could eventually lead to a

national conflict in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many

implications about public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public awareness and policy environment, so that conflicts over public

policy will not be recurred in the future.

keywords : electricity rates system, progressive electricity rates,

rates regulation, policy decision,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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