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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논

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2001년에 발전부문의 분할 및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삼는 제1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작되었지만 2003

년에 정부가 관련정책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10년동안 구조개편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조개편이 도입되었다가 중단된 국내 전력산업이 향후 어느 

쪽이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국내 전력산

업의 구조개편 이후 성과를 분석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같은 시기 다른 국가 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을 측정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시장 자유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

국을 선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이며 한국, 미국, 일본은 모두 

이 시기의 특정 시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경쟁범위를 확장했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분석의 범위는 발전부문으로 한정하였는데. 여러 발전 방식들 가

운데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발전은 제외하고, 화력발전만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광

범위한 분야의 효율성 평가에 적용되는 자료포락분석법(DE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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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각 기업을 통해 수집한 것과 각 국의 전력산업 관련 협회에서 공개

하는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성은 구조개편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 간의 비교결과로는 CRS가정하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순서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고, VRS가정하에서는 일본, 한국, 미국의 순서로 나타났

다.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를 통해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 전력산업 발전부문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진보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

으로 실제로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효율성의 증가의 원인은 전력산업의 특성과 기술변화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비효율이 제거된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구조개편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전력수요와 투입 인원 및 연료의 여유

분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설비 가동률이 높아져서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요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생산성, 효율성, DEA,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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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2001년 발전부문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

기업인 한국전력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부문이 수직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독점시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대한 비교적 광범위한 논의가 시

작되었고 한국전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전력 더 나아가 국내 전력산

업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당시 정부는 국내 전력산

업에 구조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구조적 대안을 모

색하게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참조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1 

당시에는 여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

환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

아 전력산업 내부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발상은 곧 대규모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

다.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일부 선진국의 성과를 추

                                            

 

 
1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구조개편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영

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오히려 중간과정이 기획된 것이라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한 입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도입과 관련

된 가치판단은 가급적 배제하고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흐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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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근거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력산업은 국가간 보편성보다는 국가간 

특수성이 지배적인데다, 정책의 도입부터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바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을 쉽게 해소할 수 없었다. 어느 정책이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지니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은 자칫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그 결과를 회복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

게 종식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2001년에 구조개편 

제 1단계 계획이 실행되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여섯 개의 자회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로 바뀌었고, 전력의 공급은 이들과 민간참여자가 경쟁하

는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이를 위해 일종의 시장기능을 하는 기관인 전력거래

소가 신설되었다. 2001년에 시작된 구조개편은 2009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 정부가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재

검토를 결정하면서 구조개편은 중단되었고 이후에 바뀐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

을 취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개편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조치 없이 구조개편이 중단된 

형태로 전력산업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구조개편 기

본계획은 당초 총 3단계에 걸쳐 완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것이기 때

문에 비효율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단기간으로 예상되는 전환과정에 한

해서 감수하려고 했던 제도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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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산업 구조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전력산업의 정책입안자들은 향후 바로 이 ‘구조개편이 중단

된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든 다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

개편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

응하고자 구조개편 전후의 국내 전력산업에 나타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정책결정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는 전력산업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상 

상위에 존재하는 발전부문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발전부문이 제1차 구조

개편에 의해 자회사 분할 및 경쟁시스템의 도입 등,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겪

었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송전, 배전, 판매부문에서도 구조개편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부문들에 가시적인 구조 변화

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구조개편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

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하며, 기업단위 데이터를 수

집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국제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할 

경우, 효율성 변화가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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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정의 본래 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여러 선진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

지 유사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이 빈약하고, 전원(電源)구성이 유사하며 기타 여러 제

도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한편 일본은 주요전력사업자들이 수직통

합체제를 유지한 채로 시장경쟁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도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목적 중에 경쟁시장도입 및 자

유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의 자유경쟁체제로 전력산업이 운영되는 국가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목적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몇 년 앞서서 시장경쟁체제를 도입 또는 확장했기 때문

에 국가별로 구조개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였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의 전력산업 발전부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연료에 

의한 분류방식에 따라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배제하고 석탄, 석

                                            

 

 
2
 상대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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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

는 수력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자연조건에 대한 제약이 강하거나 발

전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고, 원자력의 경우 기저발전을 담당하므로 사실상 

시장경쟁에 의해 발전량이 영향을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으로는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사용하였다. 

여러 모형들 중에서 기본적인 산출기준 CCR 모형, 산출기준 BCC 모형을 사

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Global Malmquist 

Indices)를 사용하여 분석기간 중 국가별 생산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출처를 통해 수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

으로 한국전력의 연간간행물인 경영통계와 전력통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경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회사별 홈페이지

에 공시되어있는 자료들에서도 일부 내용을 추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기사

업연합회( , The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of 

Japan, 이하 FEPC)에서 공시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FERC)에

서 공시하는 통계자료 중에서 Form-1 (Electric Utility Annual Report)3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기간은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

지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3
 Form-1은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사업자들이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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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전력산업과 구조개편

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전력산업이 가지는 특성과 의미에 대

한 부분이 설명될 것이며 아울러 구조개편의 주요 양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

어질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 활용된 연구모형이 소개될 것이다. 4장에서는 데이

터의 구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변수설정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고 

이와 함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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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과 구조개편 

 

2.1 전력산업의 특성 및 구조 

 

2.1.1 전력산업의 특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력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문제인식

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력은 특수한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현대인의 일상에서 

소비되는 재화이다. 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산업분야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전력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일

총(2012)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전력과 전력산업의 주요 특

성을 정리 및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은 발전, 송전, 배전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되며 저장

이 불가능하다.4 전력은 기존에 구축된 망(network)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

한데, 이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시장(market)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소

비재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전력 이외에도 망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네트

                                            

 

 
4
 충전용 배터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배터리를 통한 전기사용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저장기술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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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산업에는 수도, 가스, 통신 등이 있는데, 전력은 저장이 어렵고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도 및 가스와 구분된다. 통신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재화라기 보다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전력에 대한 수

요는 계절, 요일, 날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므

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전력산업에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요

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수요에 맞게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다른 재화는 생산이 먼저 이루어진 후, 소비가 이루어진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하는 수도와 가스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전력의 경우,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예측되

는 수요에 대비하며 미리 생산하고 이를 비축할 수 없다. 

셋째,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를 

건립하려면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발전기 종류에 따라 짧게는 

2~3년(가스터빈)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원자력발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남일총, 2012).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변동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5 그리고 정부는 그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 투

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은 대체재가 존재하는 다른 

                                            

 

 
5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약 2년 단위로 작성되는『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

력수급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작성되어 공표되는 시점에서 향후 15

년(1,2차의 경우에는 14년) 동안의 수요변동을 예측하여 작성된다. 2013년 8월 현재 제6차 

계획까지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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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와는 달리 수입을 통해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없으므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국민 개

개인의 삶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

져오게 된다.  

넷째, 소비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그 출처와 원가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방식이나 전력수요 밀집 정도에 따른 원가

의 차이를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경제학의 수요공급곡선에 따르면 

어떤 재화에 대해서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 가격이 변하게 되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어 결국 일반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전력도 수급상황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하려

면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 그러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분·초단위로 변화하는 수요를 단기적으로 조절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임원혁, 2004). 또, 지역별로 발전소와의 거리, 

수요의 분포를 고려하면 지역별 원가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지만, 이를 정확하

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전력의 가격

이 결정되는 방식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소비재들의 그것과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일정 수준이상 지속될 경우 

전체 전력공급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대규모의 정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은 전체 전력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발전기들의 발전량을 결정하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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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발생시 단전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소비재의 경우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전력산업에 있어서 수급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전력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전력의 물리적 성질, 상대적으로 긴 산업주기, 필수재가 

지니는 특수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

편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전력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

되는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1.2 전력산업의 구조 

전력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은 단순하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네 가지 부문으로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부문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전력산업 전체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

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부문별 그리고 

부문간의 운영형태를 재정의하는 것이 구조개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오랫동안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각 단계가 수직적으로 통

합되어 있는 형태로, 공공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자연독점형태로 운영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전력산업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다(임원혁, 2004). 그리고 전력산업은 개별 기업의 수익의 극대화가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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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공공성을 속성으로 지니는 재화를 보편적이

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용인되었다(김상곤, 2007). 

전력산업의 구조를 이루는 네 가지 부문은 네트워크의 활용여부를 기준으

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송전과 배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만 발전과 판매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고려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단계는 서비스 생산비용을 고려할 때 독점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남일총, 2012). 다시 말해 송전과 배전은 독점운영에 대한 경

제적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발전과 판매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네 단계가 수직통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은 각 국가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이 구조개

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오면서 전력산업의 구조는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남일총(2012)은 구조개편이 발생한 이후 국가들의 전력산업 구조를 모두 다

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를 살펴보는 것은 전력산업 구

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 가지 유형은 각각 다음

과 같다. 

첫째, 수직결합독점의 형태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모든 부문

이 통합된 상태에서 독점으로 운영되는 체계이다.  

둘째,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송전과 배전은 과거 수직결합독점 기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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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네트워크가 아닌 발전과 판매부문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체계이다. 그렇지만 송전과 배전부문의 독점체계가 

유지되더라도 발전과 판매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송배전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셋째, 송전과 배전은 독점형태를 유지하지만 이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을 

발전 및 판매부문과 분리시키는 체계이다. 하나의 기업이 발전과 판매부문을 

함께 소유할 수 있지만, 기존의 독점업체로부터 비롯된 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문을 모두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넷째, 송전은 전국이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독점형태를 유지하고, 배전

은 보다 소규모의 지역에 대해 독점형태를 유지하는 체계이다. 송전 또는 배

전업체는 발전이나 판매부문으로의 진출이 금지되며 발전과 판매부문에는 경

쟁이 도입되어 있다. 

다섯째, 발전, 송전 및 배전부문은 위의 네 번째 경우와 같은 형태이지만 

판매부문이 독점업체에 의해 유지되는 체계이다. 판매업체가 전력도매시장에 

진출해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런데 한 국가의 전력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네 단계의 운영형태 이외에도 계통운영방식, 요금체계, 경쟁방식, 소유구조 등

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외견상 발전부문에서 판매부

문에 이르는 각 단계별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실제 산업의 성과는 이러한 요소

들에 의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발전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의 경쟁도입여부, 소유구조 등에 따른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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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으므로, 앞서 제시한 다

섯 가지의 산업구조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논지를 전개할 것

이다.  

 

2.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계적 추이 

 

2.2.1 구조개편의 양상 

1980년대 칠레와 영국에서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의 다른 여

러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뒷받침하는 원인들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규모의 경제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전술한 대로 기

존의 수직통합 독점체제가 존재하는 산업구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이

론적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

가와 기술 진보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

타났다. 그 예로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발전부문에서 1955년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활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지만,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Christensen & Greene, 1976).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전력산

업구조에서 발전부문을 다른 부문과 분리한 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발전부문을 반드시 

수직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발전부문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근거로 보기

에는 어렵다(임원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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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될 여지가 생길 때, 범위의 경제 측면

에서 쟁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수직분리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발전

에 경쟁이 도입되었을 때,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 송전과 배

전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기업은 자사의 발전부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행동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회사들이 송배전망에 접근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open access)

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이 나타날 여지가 존재한다(조

창현, 2002).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산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수직통합은 분명히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직분리로 구조를 변경하

였을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없이 수직분리와 수

직통합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력수요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력산업 구조를 바라보는 위와 

같은 새로운 경제학적 시각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전력산업 운영방식과 자국 내 전력시장의 적정규모를 찾으려는 노력 

등이 이어졌다. 구조개편은 어떤 의미에서 결국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 정도 또는 경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국가별

로 경쟁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

다. Hunt와 Shuttleworth는 1996년의 연구에서 구조개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들을 경쟁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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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 1]과 같다(Hunt & Shuttleworth, 1996).  

 

[표 1] 전력산업의 구조적 대안들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독점 

(Monopoly) 

단일구매 

(Purchasing 

agency) 

도매경쟁 

(Wholesale 

competition) 

소매경쟁 

(Retail 

competition) 

전 부문 독점 발전부문 경쟁 발전부문 경쟁 

배전부문 경쟁 

발전부문 경쟁 

배전부문 경쟁 

판매부문 경쟁 

* 출처: Hunt and Shuttleworth (1996). p.22. 

 

Model 1에서 Model 4로 갈수록 경쟁의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 여기에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더해지면 민영화에 대한 논의로 그 범위가 확장

되는데, 실제 구조개편의 초기 사례로 인식되는 영국의 경우 구조개편을 하면

서 전력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는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남일총, 2012). 

영국 이후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구조개편의 양상도 경쟁 체제를 도

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모든 구조개편의 사례

들을 경쟁 도입과 민영화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

면 경쟁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차이, 규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벌어지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구조개편 사례 중에서 여기에서는 실증분석의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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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2.2 미국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미국은 1930년대 이래로 수직통합 형태의 민간 전력회사(Investor-

Owned Utilities, IOU)들에 의해 전력시장이 운영되었다. 민간 전력회사들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은 70% 이상이었고, 그 외에 공영전기사업자, 협동조합 

전기사업자 등이 전력공급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이론적 근거는 

전력산업이 자연 독점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내

용이었다(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2002; 전력거래소, 2011a).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미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열병합 또

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는 발전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1978년에“공익사업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 이하 

PURPA)”을 제정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결과, 일정 요건을 갖춘 소

규모의 발전사업자들(IPP)이 미국 전력산업에 나타나게 되어 규모는 크지 않

으나 최초로 발전경쟁이 시작되었다(전력거래소, 2011a). 그런데 여기서 기억

할 것은 PURPA를 시행한 목적이 구조개편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독립발전사업자들이 발전시장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경쟁을 통

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nenbaum, Lock, & Barker, 1992). 

미국이 본격적으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인데, 1970년대 IPP의 진입 이후 관련법안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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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고, 또 점점 심화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

된다. 또,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 기술과 같이 관련 기술의 진보에 힘

입어 소규모이지만 고효율의 발전기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임원혁, 2008; 전력거래소, 2011a). 

1992년“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PACT)”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전력회사들에게 주간(interstate) 송전망을 개방하는 것

이었다. 즉, 개방된 송전망을 통해 지역 내의 모든 전력회사들은 생산된 전기

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경쟁적인 도매시장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진행한 구조개편 관련 법안은 이후

“Order 888”과“Order 889”로 이어지며 송전망의 자유접근(open access)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Order 888”에서는 발전 및 송전부문의 기능

분리가 의무화되었고,“Order 889”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전력

거래소, 2011a). 

“Order 888”과“Order 2000”에서 각각 설립을 권장한 독립 계통운영

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이하 ISO)와 지역송전기관(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이하 RTO)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송전

망을 개방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전력시장에는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FERC) 승인을 

받은 7개의 ISO/RTO가 있다. 송배전망 개방 이후 미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은 ISO/RTO 에 따라 각각 진행되었다. 

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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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 지역별 구조개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사태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소매부문까지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대규모 정전, 사업자간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소매요금의 폭등을 경험하며 결국 일부 배전 및 판매 회사들이 파산하거

나 그에 준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임원혁, 2008). 이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은 그 와중에 일부 발전회사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높은 이익을 거두었다는 사

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전력산업에서 발전과 송배전 기업들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느냐 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며, 가격제도, 전력시

장 운영규칙과 같은 다른 규제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기업을 구제하고 송배전망을 관리

하면서 다시 공기업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꾸게 되는

데, 이러한 실패의 결과는 미국 내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전력산업의 구조개

편을 추진하는 여러 국가들에게도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구조

개편의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3 일본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일본은 1995년 4월에 자국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1950

년대 이후로 일본의 전력산업은 총 10개의 일반전기사업자들(General 

Electricity Utilities) 이 주도했다. 전체 국토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독점체제를 구축한 형태인데, 각각의 지역을 담당하는 10개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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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들은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민영 회

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발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도매전기

사업자(Wholesale Electricity Utilities), 도매공급사업자(Wholesale 

Suppliers 또는 독립발전사업자,IPP), 특정규모전기사업자 (Power Producer 

and Supplier, PPS), 특정전기사업자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부분에서 일반전기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이

른다. 

일본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높은 생산비용이 있다. 일

본은 수직통합형태의 일반전기사업자들을 통해 전력공급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공급안정성, 환경관리 등을 추구하려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생산 비용이 구

조개편 논의 당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경영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정우진, 2000). 여기에 1990년대 초반부터 엔고 현상이 시작

되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

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과연 전력산업에 규모

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지속되면

서 전력산업의 독점체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약해지고 있었다.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력산업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하였

다. 1995년에 처음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독립발전사업자(IPP)가 도매시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에는 송배전망이 자유화되어 소매부문에

서 부분적인 자유화가 도입되어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가 2MW 이상 특별

고압을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후 P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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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허용되는 전압의 범위는 점차 넓어졌는데 2004년에는 500KW이상, 2005

년에는 50KW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50KW 이하의 수용가(일반

적인 가구 수준)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FEPC, 2013). 

일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로는 전기 요금의 하락세와 안정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

면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다른 국가들과

의 전기요금 수준을 비교해 볼 때에도, 구조개편 초기인 1999년까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요금 수준이었지

만,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가격이 관리되었다(전력거래소, 2011b). 

 

2.3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2.3.1 도입배경과 주요쟁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구조개편이 시작된 시기는 2001년 4월이다. 한전

의 발전부문이 총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어 도매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

고,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을 의미하는 전력거래소가 신설되었으며, 관할기

관인 전기위원회가 역시 새롭게 설립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94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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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6 김영준(2002)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문민정

부가 국정기조인 ‘변화와 개혁’에 맞춰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여기에 한전이 포함되어 1994년부터 경영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을 구조개편 도입논의의 실효적인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영준, 2002). 김영준(2002)과는 구조개편에 대하여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

는 권희중(2004) 역시 1994년에 시작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적인 시작된 시기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입장

을 나타낸다(권희중, 2004).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은 1994년 7월에 시작되어 1996년 6월까지 만 2

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명시된 목적에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40년사편찬위

원회, 2001). 만 2년간에 걸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당시 정부는 19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조개편 방안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는 1998년 8월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

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1999년 1월 정부에 의해 ‘전력산업 구조개

편 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 최종적으로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조개편이 시작된다. 

이러한 추진 절차의 이면에는 다양한 배경이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6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전부터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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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이유는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산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실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만,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의 당시 상황이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

다. 당시에는 공기업을 매각해서라도 외채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

이다(임원혁, 2004).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당시 주요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었다. 첫째,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에는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윤이 동기가 되는 의

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가격

을 높이게 될 것이고, 장기간의 시설 투자 또는 투자대비 효용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확보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력가격

은 단순한 가격으로 상대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구매력이나 임금수준 등

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이 적

정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경쟁에 의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면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 이외에 발전부문 경쟁

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한다(김영준, 

2002).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민영화를 통해 거대자본에 의한 사적 독점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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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경우 공급안정성이 저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이다. 여기에는 해외 자본

이 유입되어 국내 전력산업을 장악하게 될 경우 연관된 여러 산업분야에 영향

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과, 

국내 대기업에 의해 전력산업이 민영화 될 경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국내 전력산업에 

유입되더라도 국내 규제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을 것이므로 요금의 무분별한 

인상 등의 불공정한 행위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등 산업전반에 걸친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에 의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김영준, 2002).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늘림으로써 전력예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구조개편을 통하면 민간으로부터 설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하다는 관점과 거대기업인 한전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관점이 대립하기도 한다. 또, 수출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부문별 분할을 시행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그 효과로 산업 내

에 존재하는 비효율이 제거되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하는 

한편, 오히려 수직독점의 거대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

는 관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 전력산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공기업

체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개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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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이 낮은 전력산업 고유의 특성상 민간 기업의 경쟁체제하에서도 비

효율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 의도적으로 비효

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와 복지의 관점, 고용의 문제 등, 다양

한 쟁점들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존재한다(김대욱, 조창현, 조현

승, & Knittel, 2006).  

 

2.3.2 구조개편의 진행 양상 

1999년 초반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

르면, 당초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약 10여년에 걸쳐 총 4단계7에 걸

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제 1단계는 준비단계이고, 제 2단계는 발전경

쟁의 도입단계로 2001년에 시행되었다. 제 3단계는 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

하는 과정으로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제 4단계는 소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으로 2009년 이후에 도입될 예정이었다(산업자

원부, 1999).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발전부문의 구조개편 이후 후속적인 구조개편

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일부에 대한 민영화와 함께 배전부문

의 분할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는 총 8명으로 구성된 ‘배전분할관련 공동연구단’에 의해 진행되어 

                                            

 

 
7
 당시 기준으로 현행 체제가 제1단계에 해당한다. 구조개편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기준

으로 보면 총 3단계에 걸쳐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연구 중에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총 3단게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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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에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를 근거로 당시 노사정위원

회는 정부에 발전 자회사의 매각 및 배전부문 분할작업의 중단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당초 계획된 모든 구조개편관련 추진사

항들이 중단되었다. 구조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던 전력산업의 모습과 실제 구

조개편 이후의 결과는 아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과 시행결과 

구조개편 

이전 

한전 발전부문 한전 배전부문 한전 송전부문 

발전사업 독점 배전사업 독점 송전사업 독점 

구조개편 

이후 

(계획) 

발전회사 

(분할, 민영) 

배전회사 

(분할, 민영) 

송전회사 

(공영) 

- 발전사업 경쟁 

- 대수용가 전력 

직거래 

- 배전사업 경쟁 

- 배전망 개방 

- 일반소비자의  

발전회사 선택 가능 

- 송전망 개방 

- 배전회사의 송전망 

사용 자유화 

구조개편 

이후 

(결과) 

발전회사 

(분할,공영,한전자회사) 

한전 배전부문 한전 송전부문 

- 복수의 발전회사가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쟁 

- 분할 포기하고 독립 

사업부제 추진 

- 송전사업 독점 

* 출처: 김대욱 외(2006). pp.26-27. 

 

[표 2]에 나타난 산업의 구조는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

다. 그런데 당초 전환기의 3~4년 정도만 유지하기로 했던 구조가 10년이 넘

도록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발전분할 및 경

쟁도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체계가 그 자체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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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일례로 구조개편 직후부터 현재까지 도매시장에서 전력가격을 결정

하는 가격결정구조는 여섯 차례나 개정되었다. 2008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가

격결정구조에는 발전기의 형태에 따른 비용구조의 차이, 발전기의 소유에 따

른 보상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가격결정체계를 구성하

게 되는데, 이 보정계수도 최초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

정이 이루어졌다. 산업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전력산업에서 이와 같은 빈번한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남일총, 2012).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량을 담당하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관

련이 있다. 다시 말해, 발전경쟁을 통해 얻으려 했던 긍정적인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자회사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만을 경험한다면 구조개

편의 효과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형태가 구조개편에 대한 쟁점을 기준으로 어떤 

쪽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의 경쟁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성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력산업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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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및 연구모형 

 

3.1 효율성 분석 

 

3.1.1 효율성의 개념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효율

성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효율

성은 일반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을 통해 같은 수준의 산출을 달성하거

나, 동일한 투입수준으로 더 많은 산출을 달성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

한다.  

한편 효율성과 유사한 측정방식으로 산정되는 개념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생산성(productivity)이 있다. 효과성은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제 달성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으로 투입

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구분된다. 생산성

은 효과성과는 달리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고려한다. 그러나 투입 대비 산출

량의 비율의 절대적인 값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측정개념인 효율성과는 

차이가 있다(이정동 & 오동현, 2012). 

효율성은 절대적 효율성과 상대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절대적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특정 단위를 사용하여 구하

는 것으로 효율성 값이 취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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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율성은 우선 비교하려는 주체들의 집단 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주체의 값이 100%(또는 1.0)로 표현되고 나머지 주체들은 이에 대한 상대적

인 비율로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행정조직, 혹은 국

가 간의 효율성 비교에는 상대적 효율성이 주로 활용된다(이정동 & 오동현, 

2012).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업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국

가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대적 효율성 개

념을 적용한다.  

 

3.1.2 효율성 측정방법 

효율성의 측정은 1950년대에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1957년의 Farell의 연구는 그 이전의 Koopman(1951), Debreu(1951), 

Shephard(1953) 등에 의해 구축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제 표본을 가지고 

비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한 것으로써, 현재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효율

성 측정 방법론 개발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후적 평가를 받고 있다(이정동 & 

오동현, 2012). 

과거에 효율성 측정은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 approach), 함수

접근법(function approach), 생산성지수법(productivity index approach) 그

리고 비율분석법(ratio analysis approach)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최

근에는 변경분석법(frontier analysis approach)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효

율성을 측정하는 주된 방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변경분석법은 표본의 의

사결정단위들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조직들을 찾아내서 선으로 연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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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선을 변경(frontier)이라 하고, 이 선 위에 놓여있는 효율성이 높

은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의 집합은 최우수운영조

직(best-practice)이라고 한다. 변경분석법에는 모수적 방법으로 비용함수를 

사용하는 확률변경분석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이하 SFA)과 비모

수적 방법으로 표본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이 있다(유금록, 2004). 본 연구에서는 DEA를 도입하

여 분석을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3.2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3.2.1 개요 

DEA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DMU사이에서 상

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A는 비모수적 방법이기 

때문에 투입물과 산출물 사이의 정확한 함수관계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보면 사적 부문인 

기업영역과 공공 부문에 두루 걸쳐 적용되고 있지만, 투입물과 산출물을 금액

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DEA 모형의 개발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Charnes, W. 

Cooper 그리고 E. Rhodes는 공립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

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Charnes, Cooper, & Rhodes, 1978). 여기에 사용된 

모형이 최초의 DEA 모형이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각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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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CCR 모형으로 부른다. CCR 모형에서는 불변규

모수익(Constant Returns to Scale, 이하 CRS)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여 가변규모수익(Variable Returns to Scale, 이하 VRS)에도 적

용가능한 모형이 1984년에 R. Banker, A. Charnes 그리고 W. Cooper에 의

해 추가로 제시되었다(Banker, Charnes, & Cooper, 1984). 이것도 역시 각 

연구자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BCC 모형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운 모형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지만 초기모형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이 최초로 완성된 DEA의 기본모형으로 여겨진다(이정동 & 오동현, 

2012).  

 

3.2.2 DEA의 기본모형 

기본적인 DEA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식 (1) 

           

    
    ∑   

 
  

 
         

     (         )     ············· 식 (2) 

  
   ∑   

 
  

 
       

   (         )    ················ 식 (3) 

       (         )   ······················· 식 (4) 

  
      (         )   ······················ 식 (5) 

  
      (         )  ·······················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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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2)와 식 (3)에서 x와 y는 각각 투입물과 산출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볼록성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되었고,    
 와   

 은 각각 투입

과 산출에서 발생하는 여유분(slack)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DEA 모형의 시

초가 되었으므로 연구자들의 이름을 따라 CCR 모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이 모형에는 불변규모수익(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에 대한 가

정이 있다. 이 모형은 투입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한 것인데, 이것은 산출

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때 최적투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규모수익불변 가정하에서 투입기준 효율성의 역수는 

산출기준 효율성과 동일한 값을 지닌다(이정동 & 오동현, 2012).  

 

3.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DEA 기본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 산출기준 

CCR 모형을 사용하여 불변규모수익 하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할 것

이다. 그리고 산출기준 BCC 모형을 사용하여 가변규모수익 하에서의 효율성

을 측정하고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모형으로부터 구한 효율성 값의 비

율로써 규모의 효율성을 계산할 것이다. 효율성 측정 이후에는 글로벌 맘퀴스

트 지수(Global Malmquist Indices)를 사용하여 각 국의 연도별 생산성의 변

화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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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산출기준 CCR 모형 

산출기준 CCR 모형은 투입기준 CCR 모형과 마찬가지로 불변규모수익을 

가정한다. 투입기준이 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투입량을 최소

화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던 것과 반대로 산출기준은 투입량을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출을 최대화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산출기준 CCR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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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출기준 BCC 모형 

BCC 모형은 가변규모수익(VRS)을 가정한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hristensen & Greene, 1976), 이를 고려한

다면 CCR 모형보다 BCC 모형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또 규모의 

효율성 (Scale Efficiency)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기로 

한다. BCC 모형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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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Global Malmquist Indices)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는 거리함수의 개념

을 이용하여 생산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산성의 

변화를 효율성의 변화와 기술변화로 나누어 설명을 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거리함수는 관측치와 생산변경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거리함수는 불변규

모수익(CRS) 조건하에서는 산출기준 CCR 효율성 값의 역수와 같다(이정동 

& 오동현, 2012). 

그런데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3기간 이상을 비교할 때 이행성을 성립시

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t기와 t+2기 사이의 변화를 t기와 t+1기, t+1기와 

t+2기의 지수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가 고안되었다(이정동 & 오동현, 2012).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상황에 맞게 변용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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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종종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데이터가 불균형패널데이터의 속

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찾아 적용

하였다. Asmild와 Tam은 불균형패널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맘퀴

스트 지수를 제안하였다(Asmild & Tam, 2007). 이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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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에서는 기술지수(Technology Index, TI)를 정의한다. 기술지수

는 모든 기간에 걸쳐 발견된 관측치들의 기하평균으로 거리함수이다. 식 (17)

과 식 (18)은 기술변화(Technology Change)와 효율성변화(Efficiency 

Change)를 각각 설명하는데 기술변화는 기술지수의 변화로부터 구할 수 있

다.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는 기술변화와 효율성 변화의 곱으로 구해진다. 맘

퀴스트 지수가 비교대상이 되는 두 기간에 대해서 상대적 거리를 구한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기간에 나오는 모든 관측치들의 거리를 구하고 이것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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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간에 나타나는 관측치들의 상대적 거리를 구함으로써 이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CRS 가정하에서 CCR 효율성 값의 역수가 

거리함수이므로 DEA를 통해 효율성 값을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Asmild와 

Tam이 제시하는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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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VRS를 가정한 생산성 지수 분석방법은 그 이론적 근거가 CRS 가

정하의 방법에 비해 견고하지 않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Grosskopf, 

2003)를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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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개편 전후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4.1 변수선정 및 데이터 구성 

DEA를 통한 분석에서 변수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

게 선택하여야 한다. 또, 의사결정단위(DMU)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이것은 DEA가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 혹은 구조가 유사

한 집단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변수의 

선택이 달라지면 상대적 효율성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

다(김건위 & 최호진, 2005).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상치(Outlier)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 역시 전체의 

분석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지닌다. DEA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생산가

능집합과 생산변경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상치는 이 생산변경의 모양을 왜곡시

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왜곡된 생산변경은 다시 효율성 측정 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다(이정동 & 오동현, 2012). 

 

4.1.1 변수 선정 

변수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결과

를 반영하였다. 전력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후에 범위를 발전부문의 성과를 다룬 것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분석방법에 따라 변수의 중요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DEA를 사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확률변경분석(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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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QI)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일부 연구도 포함되

었다.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문헌검색 방법으로 검색하였으며 선행연구내용이 

정리 및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 등을 참고하기도 하였다.8 국내외 주요 선행연

구에서 변수선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유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 목록 

저자 (연도) 대상국 투입변수 산출변수 

Färe et al. 

(1990) 

미국 / 플랜트단위 Capital, Fuel, Labor Net generation of 

electricity  

Pollitt  

(1995)  

국제비교/기업단위 Capital, Fuel, Labor Fossil fuel  

generation 

Yunos and Hawdon 

(1997) 

국제비교/기업단위 Capacity, Labor, System losses, 

Public generation capacity factor 

Gross electricity 

produced 

Goto and Tsutsui  

(1998) 

일본,미국/기업단위 Capacity, Fuel, Labor,  

Power purchase 

Quantity sold 

Whiteman  

(1999) 

호주 / 기업단위 Capacity (hydro and thermal) 

Labor 

Electricity generation 

Park and Lesourd  

(2000) 

한국 / 플랜트단위 Capacity, Fuel, Labor Energy output 

김태웅 조성한  

(2000) 

국제비교/기업단위 종업원수, 설비용량 판매수입, 순이익, 

판매량 

Knittel 

(2002) 

미국 / 플랜트단위 Capacity, Fuel, Labor, Vintage Net generation 

Arocena and Price  

(2002) 

스페인 / 기업단위 Capacity, Fuel, Labor Net generation 

Emissions 

                                            

 

 
8
 기초전력연구원(2010),『발전소 효율성 비교분석 및 효율제고방안』과 호워스충정컨설팅·서

울대 공학연구소(2008),『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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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 and Shiu  

(2004) 

중국 / 지역단위 Capital, Fuel, Labor Electric power 

이유수 

(2006) 

국제비교/기업단위 매출원가 판관비 

유형고정자산 종업원수 

매출액 

Abbott  

(2006) 

호주 / 기업단위 Capital stock, Labor, Fuel, 

Other material and services 

Electricity supplied 

이유수, 박창수 

(2007)  

국제비교/기업단위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유형고정자산, 종업원수 

매출액 

Fallahi et al 

(2011) 

이란 / 기업단위 Capacity, Fuel, Labor,   

Electricity used, Operation time 

Net generation 

 

위의 [표 4]를 통해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DEA를 통해 발전부문의 효율

성 및 생산성을 측정하면서 비교적 공통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의사결정단위가 보유한 발전용량(capacity), 발전에 투

입한 연료의 총량(fuel), 투입 노동량(labor)이 투입변수로 활용되었고 산출

변수로는 총발전량(total generation) 또는 총발전량에서 소내전력량을 제외

한 만큼의 실제발전량(net generation)이 산출변수로 활용되었다. 전력 생산

은 다양한 요소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기는 생산되는 장소나 방식 

등에 무관하게 균질성(homogeneity)을 갖는다. 따라서 발전용량(C), 연료사

용량(F), 투입인원수(L)를 변수로 선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의 선택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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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데이터 구성 

국가별 데이터는 각각 전력기업이나 협회로부터 수집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년간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위에서 선정한 투입 및 산출변

수에 해당하는 통계수치를 추출하였다. 

발전용량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력발전으로 분류되는 용량만을 포함

시켰다. 복합화력발전시설의 경우 실제로는 전력 이외에 열 공급을 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부가적 산출물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연료의 투입량은 연료별 투

입물량을 확보한 다음 석유환산톤(metric Tons of Oil Equivalent,이하 TOE) 

으로 단위를 변환하였다. 환산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에너지관리청9  홈페이

지를 통해 공시하는 자료10를 사용하였다. 투입인원의 경우 국가별 통계기준

의 차이가 있고, 한 국가의 자료인 경우에도 연도별로 기준이 변하는 경우에

는 부득이하게 추정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전부문으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미국의 FERC Form-1의 경우 기업의 활동을 부문

별로 분할하여 놓았기 때문에 발전부문에 해당하는 인원 등을 산정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였다. 또, 상대적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항목들이 많아서 필요에 

따라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수월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데이

터는 연도별로 일관성이 있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장

점은 있었지만 인원이나 비용 등을 발전부문으로 할당할 때에는 계산에 의해 

                                            

 

 
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10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docs/unitswithpetro.cfm 참조.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docs/unitswithpetro.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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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비율을 토대로 추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변수와 각 변수의 단

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투입 및 산출변수 

 변수 요소 단위 

투입 C 발전용량  MW 

 F 연료사용량 TOE 

 L 투입노동량 명 

산출 Y 총발전량 MWh 

 

4.2 결과 분석 

 

4.2.1 효율성 비교 

[표 5]는 국가별 단위기업의 규모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미국 기업의 수는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연도별로 단위기업의 자료

를 계산하고, 다시 전체 기간 중 단위기업의 규모를 계산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경우, 지나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것을 감안

하여 구조개편 전후 기업의 수가 5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표 5] 단위기업 연평균 기초통계량 

국가 발전용량 연료투입량 노동투입량 발전량 

  (MW) (TOE) (명) (MWh) 

한국 6,255  7,844,844  1,704  34,835,552  

일본 11,677  9,097,507  1,476  44,442,514  

미국 4,663  6,333,874  611  16,5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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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각 연도별로 효율성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기업의 경우 전체기간 중 한 번 이상 분석에 포함된 기

업의 수는 94개이다.  

  

 [표 6] 연도별 측정대상 기업의 수 

 

국가별 효율성 값은 우선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CCR 모형과 BCC 모형

으로 각각 계산한 다음, 각 기업의 발전량을 사용하여 연도별 가중평균을 계

산하였다.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으로 세 국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7]에 정리되어 있다.11 표 하단의 평균은 기간 전체의 평균 

효율성 값으로 산술평균을 적용하였다. [표 8]은 [표 7]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개편 이전과 이후 기간의 국가별 효율성의 평균을 비교한 내용이 정리되

어 있다.  

 

 

 

                                            

 

 
11

 효율성 계산에 사용에는 EMS를 사용하였다. EMS는 독일 도르트문트 공대의 Holger 

Scheel 교수가 제작한 DEA 분석용 소프트웨어이다. 학술목적으로는 무료사용이 가능하며 

Scheel 교수의 홈페이지(http://www.holger-scheel.de/ems/)에서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구할 수 있다.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한국 1 1 1 1 1 1 1 5 5 5 5 5 5 5 5 5 5 

일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미국 69  69  50  50  72  69  60  55  52  53  38  42  39  37  32  34  35  

http://www.holger-scheel.d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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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효율성 측정결과(연도별, 국가별 기업들의 평균) 

연도 
산출기준 CCR 모형 산출기준 BCC 모형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1994 82.32% 80.87% 58.97% 91.23% 89.43% 63.30% 

1995 82.32% 78.29% 60.20% 93.45% 89.16% 64.29% 

1996 82.55% 77.71% 62.18% 97.03% 89.86% 66.50% 

1997 80.08% 76.89% 64.37% 92.27% 90.30% 69.32% 

1998 75.78% 75.62% 58.79% 82.88% 91.08% 66.15% 

1999 76.48% 78.07% 59.01% 83.17% 92.38% 66.59% 

2000 81.02% 78.26% 59.68% 91.75% 92.63% 69.23% 

2001 84.22% 76.54% 56.64% 87.22% 92.86% 65.99% 

2002 86.16% 81.16% 58.34% 88.44% 93.37% 65.56% 

2003 85.48% 84.13% 56.21% 88.08% 94.37% 64.78% 

2004 86.72% 80.87% 56.64% 88.31% 92.89% 63.06% 

2005 86.93% 81.89% 58.70% 89.53% 93.10% 65.60% 

2006 88.37% 82.43% 57.07% 90.75% 94.03% 64.09% 

2007 90.11% 88.60% 56.83% 92.18% 95.96% 63.06% 

2008 86.96% 85.59% 55.34% 89.22% 95.70% 61.58% 

2009 88.18% 81.58% 54.05% 91.25% 94.95% 58.72% 

2010 90.15% 83.61% 53.95% 94.89% 95.92% 60.48% 

평균 84.34% 80.71% 58.06% 90.10% 92.82%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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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전후 평균 효율성 비교 

연도 
산출기준 CCR 모형 산출기준 BCC 모형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1994 

~ 

2000 

80.08% 77.96% 60.46% 90.25% 90.69% 66.48% 

2001 

~ 

2010 

87.33% 82.64% 56.38% 89.99% 94.32% 63.29% 

증감 7.25% 4.68% -4.08% -0.27% 3.62% -3.19% 

 

위의 표로부터 불변규모수익(CRS)을 가정했을 때에는 한국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변규모수익(VRS)의 가정하

에서는 일본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전반적인 효율성 점수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

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력산업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비교적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분이 분할되기는 했지만 한국전력의 자회사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고, 

송전과 배전, 판매부문은 독점 운영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수직통합구조를 유

지한 채 도매부문을 개방한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송전과 배

전, 판매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민영 기업들이 많다. 만약 다른 원인들

이 통제되고 이러한 이유만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면 시장의 개방 정도가 높을

수록 발전부문의 효율성은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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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은 위의 효율성 비교에서 발전 연료별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때문일 수 있다. 발전 연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화력발전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계통운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

다. 발전설비의 운용목적이 기저, 중간, 첨두부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

라 연평균 가동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 중에서 발전용

량과 연료투입량은 산출물인 전력생산과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또 하나의 투입변수인 노동량의 경우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발

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도 직원들은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노동투입시

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포함된 한국과 일

본의 기업들이 각각 해당 국가에서 주로 기저와 중간부하를 담당하는데 비해 

만약 미국의 자료에 포함된 많은 기업들이 첨두부하를 담당한다면 이러한 측

면에서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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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효율성 수준(CRS가정, 산출기준) 

 

위의 [그림 1]은 각 국가별로 시간에 따른 효율성 변화의 추이를 나타낸

다. 한국은 구조개편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8년 정도까지 효율성 점수가 하

락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결과

만 놓고 본다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투입-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

도 시사점이 있다. 일본은 1995년 12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부분

을 개방하였는데, 결국 그 효과가 다소간의 시차를 가지고 반영되어 이후 약 

15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사실상 모든 

기간이 구조개편 이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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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효율성(VRS가정, 산출기준)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므로(Christensen & Greene, 

1976) VRS로 가정을 하는 것이 더욱 현실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VRS 가정하에서 국가별 효율성 변화의 추이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일본의 효율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교적 장기간

에 걸쳐 효율성 증가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구조개편은 발전부

문의 지속적인 효율성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효율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

세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97년의 국가재정위기 및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앞서 [그림 1]에서 나타났던 것

과 유사하게 1997년까지는 효율성이 증가하다가 1997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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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규모의 효율성 

아래 [표 9]는 연도별로 각 국가의 규모의 효율성12을 보여준다. 한국의 

규모의 효율성 점수의 평균이 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01년 이후 한국의 규모 효율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이

다. 연도별 변화의 추이는 다음의 그래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9] 국가별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 

연도 한국 일본 미국 

1994 90.23% 90.43% 93.15% 

1995 88.10% 87.81% 93.64% 

1996 85.08% 86.48% 93.50% 

1997 86.79% 85.15% 92.86% 

1998 91.43% 83.02% 88.87% 

1999 91.96% 84.50% 88.62% 

2000 88.31% 84.48% 86.20% 

2001 96.56% 82.42% 85.82% 

2002 97.42% 86.92% 88.98% 

2003 97.05% 89.14% 86.77% 

2004 98.19% 87.06% 89.81% 

2005 97.10% 87.95% 89.48% 

2006 97.38% 87.66% 89.05% 

2007 97.76% 92.34% 90.12% 

2008 97.47% 89.44% 89.86% 

2009 96.63% 85.92% 92.05% 

2010 95.01% 87.17% 89.20% 

평균 93.67% 86.94% 89.88% 

                                            

 

 
12

 규모의 효율성은 CCR 모형에 의해 계산된 효율성 점수(기술 효율성)를 BCC 모형에 의해 

계산된 효율성 값(순기술 효율성)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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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규모의 효율성 변화추이 

 

[표 9]와 [그림 3]을 통해 한국은 구조개편 이후의 기간 동안 거의 95%

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규모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발전부문의 효율성이 안정된 추세로 증가하던 일본이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1997년

까지는 높은 수준의 규모의 효율성을 나타내지만 1998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규모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2004년부터 회복되는 추이를 나

타낸다.13  

 

                                            

 

 
13

 각 국가별로 CCR 모형을 통한 기술효율성, BCC 모형을 통한 순기술 효율성,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의 추이를 종합한 결과는 부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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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투입물과 산출물의 여유분(slack) 

DEA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앞서 규모의 효율성을 살펴본 것과 같이 

각 DMU별로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

인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DEA를 

사용하면 투입 및 산출의 여유분(slack)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참고로 투입과 산출을 조절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4]~[그림 6]은 투입요소 별로 여유분의 현황을 각각 나타낸다.14 

한국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은 2001년부터 투입인력에 대한 여유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전사 분할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

만 분할 이후에도 공급해야 하는 전력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원의 여유분이 줄어드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하였으므로 투입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

지만, 한편 발전부문의 근로자 1인당 투입시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입연료량도 구조개편 이전까지는 여유분이 존재하지만 구조개편 이후에

는 여유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더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 진보에 따른 발전기 효율향상에 

의한 경우이다. 이것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14

 그래프는 스케일을 축소하기 위해 로그값을 취하여 작도하였다. 여유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록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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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연료가 다른 경우에 적합한 설명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발전기의 

연속가동시간에 따른 차이이다. 발전기의 연속가동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지상태에서 가동상태로 전환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투입되는 연료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구조개편을 전후로 하여 기술진보에 의해 발전기의 효율이 높아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기술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의 발전용량을 높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

려 발전기의 연속가동시간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서 연료의 여유분

이 감소한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4] 국가별 발전설비의 여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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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별 투입연료량의 여유분 

 

 

 

 

[그림 6] 국가별 투입인력의 여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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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구조개편 이후 한국의 생산성 변화분석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7]

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그림 8]은 효율성 변화율을 측정한 것으로 기술 수준

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최대효율성을 나타내는 참조집합과의 거리

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9]는 기술 변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7]부터 

[그림 9]는 모두 1994-1995년을 기준 연도로 삼은 것이다. 

 

 

[그림 7] 생산성 변화 

 

                                            

 

 
15

 생산성 변화의 계산에는 R을 사용하였다. 연도별 생산량 변화 계산결과는 부록 4를 참조. 

0

0.2

0.4

0.6

0.8

1

1.2

1.4

1.6

Global Malmquist Indices_Total Productivity Change 

m.kor m.jpn m.usa



 

53 

 

[그림 8] 효율성 변화율 

 

 

[그림 9] 기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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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은 일본에서 두드러진다. 2003년에서 2004년사

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효율성의 변화가 생산

성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기술 변화의 추이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것은 실제 기술 진보를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

겠으나 데이터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처리과정에서 연도별로 누락되는 기업들이 발생하였다. 전체 데

이터 수집기간에서 뒤로 갈수록 포함된 기업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이 누락되었다면 그 누락된 기업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기술 진보가 발생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효율성 변화는 앞서 효

율성을 비교했던 것처럼 구조개편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기술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전력생산에 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기술퇴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법론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

서 기술한 것과 같이 결국 여기서 효율성이란 상대적 개념이고, 생산변경으로

부터의 거리를 통해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변경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로는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더라도 다른 DMU들

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퇴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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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성과를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

서 분석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총 17년동안의 한국, 일본, 미국의 주요 

화력발전기업들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DEA 분석방법론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를 계산하여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의 기본모형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기준으로 효

율성을 계산한 결과로는 2001년의 구조개편이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모형을 통해 계산한 효율성 값을 통해 

규모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최적규모에 가까운 효

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를 통해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우

리나라 전력산업 발전부문의 생산성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술변화에서 기술퇴보의 추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기술퇴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상대적 

효율성을 구하는 방법론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기술진보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

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그래프가 하락하

는 패턴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상대적 측정 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성 변화의 추이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2001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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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율성의 향상이 갖

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는 전력산업의 특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력수요는 구조개편 이후로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구조개편 자체에 반응하여 수요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더 적은 양의 인원과 연료로 비슷한 양의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

은 실제로 구조개편을 통해서 비효율이 제거되어 효율이 증가된 효과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설비가동률을 높여서 연료를 절약하고, 개인당 근로시간을 높

여서 인원을 줄인 효과일 것이다. 여기에 기술진보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난 생산성 변화의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구조개

편 이후의 효율성 변화가 구조개편으로 인해 비효율이 제거되어 이루어진 것

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것은 구조개편 직후 줄어든 인원으로 

줄어들지 않은 전력수요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난 효율성의 증

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오히려 무리한 설비운용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이

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효율성 수치만을 가지고 구조개편의 성과를 긍정하는 것은 자칫 성급한 결론

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재 오류로 판단하여 정리한 데이터의 

양이 상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업들의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것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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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전기의 종류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전기의 

종류와 담당부하 등에 따라 운영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보다 

현실에 근접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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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도별 투입 및 산출요소의 합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DMU 발전용량 연료투입 노동투입 발전량 DMU 발전용량 연료투입 노동투입 발전량 DMU 발전용량 연료투입 노동투입 발전량 

(개) (MW) (kTOE) (명) (GWh) (개) (MW) (kTOE) (명) (GWh) (개) (MW) (kTOE) (명) (GWh) 

1994 1 18,317 22,729 8,539 98,615 10 101,591 91,418 15,849 425,457 69 282,723 349,129 49,341 985,195 

1995 1 19,850 25,043 8,691 108,072 10 103,224 85,640 16,005 401,129 69 258,385 316,260 44,755 937,635 

1996 1 21,781 28,232 9,066 121,095 10 107,237 86,062 15,946 407,575 50 200,963 261,176 29,063 741,599 

1997 1 26,112 31,458 9,222 134,102 10 110,936 82,224 15,850 395,602 50 187,750 254,073 25,559 716,526 

1998 1 26,759 26,040 8,090 113,497 10 115,924 83,117 15,738 397,576 72 288,019 425,158 41,762 1,103,438 

1999 1 28,464 28,336 8,063 123,563 10 117,311 86,706 15,601 420,943 69 293,808 414,431 38,084 1,097,194 

2000 1 28,714 33,012 7,654 144,682 10 119,073 87,232 15,334 426,426 60 231,090 346,617 30,562 901,734 

2001 5 30,079 35,596 7,650 159,273 10 119,636 82,712 16,414 408,556 55 234,272 382,316 29,890 853,007 

2002 5 30,869 37,310 7,560 169,736 10 120,687 89,264 15,434 443,429 52 228,276 372,859 29,333 828,968 

2003 5 31,729 38,497 7,758 173,617 10 120,827 92,902 14,535 462,900 53 219,413 344,237 28,106 799,609 

2004 5 34,191 42,679 8,081 193,303 10 121,640 92,250 13,976 454,724 38 200,486 253,235 23,311 684,006 

2005 5 35,235 44,159 8,476 199,961 10 120,080 93,660 13,640 459,290 42 226,050 290,059 26,337 796,846 

2006 5 35,815 46,267 8,878 210,621 10 119,708 94,721 13,384 465,208 39 215,277 277,031 25,277 749,483 

2007 5 37,915 51,371 9,351 234,305 10 118,939 109,139 13,364 538,279 37 211,105 273,671 25,487 742,764 

2008 5 41,155 53,501 9,411 239,900 10 121,483 100,775 13,315 506,124 32 179,163 225,494 22,324 599,768 

2009 5 41,566 57,756 9,310 254,624 10 122,347 90,946 13,263 456,584 34 194,196 226,862 24,093 611,650 

2010 5 43,132 64,826 9,075 282,056 10 124,417 97,809 13,319 485,424 35 194,664 267,176 23,483 630,945 

** 분석에 포함된 기업들의 요소만을 합산한 것으로 국가전체통계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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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별 규모의 효율성과 효율성 분해 

 

[그림 10] 규모의 효율성과 효율성 분해(한국) 

 

 

 

[그림 11] 규모의 효율성과 효율성 분해(일본) 

 

0%

20%

40%

60%

80%

100%

12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Korea_Efficiency Score Decomposition 

Technical eff. Pure_technical eff. Scale eff.

0%

20%

40%

60%

80%

100%

12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Japan_Efficiency Score Decomposition 

Technical eff. Pure_technical eff. Scale eff.



 

66 

 

[그림 12] 규모의 효율성과 효율성 분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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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가별 투입/산출의 여유분(slack) 

[표 10] 한국의 연도별 여유분 현황(합계) 

한국 
slack-cap slack-fuel slack-labor slack-output 

(MW) (TOE) (명) (MWh) 

1994 0.00  0.07  6,182.97  0.000000  

1995 0.00  827,213.34  6,248.49  0.000000  

1996 0.00  2,508,269.00  6,513.61  0.000000  

1997 0.00  2,349,818.81  6,423.12  0.000000  

1998 0.00  0.00  5,646.56  0.000000  

1999 0.00  0.00  5,438.72  0.000000  

2000 0.00  1,870,066.14  4,705.92  0.000000  

2001 0.00  0.00  573.70  0.000000  

2002 0.00  0.16  459.98  0.000000  

2003 0.00  0.00  480.45  0.000000  

2004 0.00  0.00  334.25  0.000000  

2005 0.00  0.00  441.27  0.000000  

2006 0.00  0.00  429.37  0.000000  

2007 0.00  0.00  414.88  0.000000  

2008 0.00  0.00  303.63  0.000000  

2009 0.00  0.00  190.31  0.000000  

2010 0.00  0.02  66.46  0.002500  

평균 0.00  444,433.38  2,638.45  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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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본의 연도별 여유분 현황(합계) 

일본 
slack-cap slack-fuel slack-labor slack-output 

(MW) (TOE) (명) (MWh) 

1994 358.40  67,523.28  682.31  0.000000  

1995 662.94  30,073.78  733.13  0.000000  

1996 741.59  65,403.43  709.71  0.000000  

1997 1,388.24  0.00  718.04  0.000000  

1998 1,934.15  46,474.85  710.09  0.000000  

1999 1,705.54  39,488.53  662.73  0.000000  

2000 1,701.96  32,003.71  623.72  0.000000  

2001 2,102.70  0.00  764.04  0.000000  

2002 1,512.19  0.00  611.30  0.000000  

2003 1,756.10  0.00  499.08  0.000000  

2004 1,298.48  19,402.92  438.93  0.000000  

2005 1,212.83  70,986.93  413.15  0.000000  

2006 1,395.65  117,588.75  385.34  0.000000  

2007 927.47  175,846.10  319.39  0.000000  

2008 1,040.55  81,354.14  365.37  0.000000  

2009 1,371.93  740.41  378.14  0.000000  

2010 1,449.17  143,272.82  380.87  0.000000  

평균 1,327.05  52,362.33  552.67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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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미국의 연도별 여유분 현황(합계) 

미국 
slack-cap slack-fuel slack-labor slack-output 

(MW) (TOE) (명) (MWh) 

1994 30.92  366,212.43  190.50  0.000145  

1995 3.91  175,055.50  169.41  0.000000  

1996 0.00  334,106.82  102.28  0.000000  

1997 0.11  495,738.04  68.53  0.000417  

1998 0.05  805,923.88  72.64  0.000141  

1999 18.79  849,436.33  50.17  0.000308  

2000 55.04  966,947.40  51.37  0.000000  

2001 120.52  1,910,314.20  52.98  0.000000  

2002 43.79  1,959,447.70  68.65  0.000000  

2003 27.62  1,427,303.13  57.08  0.000000  

2004 20.98  616,617.72  46.93  0.000270  

2005 21.39  672,824.45  56.11  0.000000  

2006 39.14  775,935.58  51.32  0.000000  

2007 8.10  613,571.37  45.10  0.000270  

2008 5.12  623,653.42  74.24  0.000313  

2009 17.95  366,099.02  77.50  0.000000  

2010 12.36  1,362,420.76  75.32  0.000286  

평균 25.05  842,447.52  77.07  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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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 산정결과 

[표 13]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국가별 평균)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1994~1995 1.0001  1.0147  1.0148  0.9854  0.9991  0.9845  1.0176  0.9852  1.0025  

1995~1996 1.0027  1.0048  1.0075  1.0225  1.0163  1.0392  1.0282  1.1156  1.1471  

1996~1997 0.9701  1.0083  0.9782  0.9732  1.0414  1.0135  1.0233  1.0620  1.0868  

1997~1998 0.9462  0.9906  0.9374  0.9879  0.9859  0.9740  0.9285  0.9492  0.8813  

1998~1999 1.0093  1.0339  1.0435  1.0245  1.0323  1.0576  1.0155  1.1200  1.1374  

1999~2000 1.0594  0.9575  1.0143  1.0041  0.9745  0.9785  1.0339  0.8721  0.9016  

2000~2001 1.0339  1.0436  1.0789  0.9760  1.0091  0.9849  0.9633  1.0368  0.9988  

2001~2002 1.0220  1.0369  1.0597  1.0005  1.0047  1.0052  1.0035  0.9801  0.9836  

2002~2003 0.9928  0.9775  0.9705  1.0021  1.0092  1.0114  0.9945  1.0169  1.0113  

2003~2004 1.0084  1.0606  1.0695  1.0328  1.1788  1.2175  0.9949  1.0202  1.0150  

2004~2005 1.0072  0.9589  0.9658  0.9965  0.8475  0.8445  0.9879  1.0402  1.0276  

2005~2006 1.0177  1.0164  1.0344  1.0174  0.9978  1.0152  0.9860  0.9998  0.9858  

2006~2007 1.0196  1.0208  1.0409  1.0592  1.0096  1.0694  0.9857  1.0287  1.0140  

2007~2008 0.9674  0.9600  0.9287  0.9861  0.9934  0.9795  0.9757  0.9438  0.9209  

2008~2009 1.0124  0.9922  1.0045  0.9318  1.0047  0.9362  0.9779  1.0105  0.9882  

2009~2010 1.0258  1.0036  1.0295  0.9949  1.0103  1.0051  1.0111  1.0149  1.0261  

평균 1.0059  1.0050  1.0111  0.9997  1.0072  1.0073  0.9955  1.0122  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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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글로벌 맘퀴스트 지수(국가별 평균, 1994~1995 = 1)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효율변화 기술변화 전체변화 

1994~199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95~1996 1.0026  0.9902  0.9928  1.0377  1.0172  1.0556  1.0104  1.1324  1.1442  

1996~1997 0.9726  0.9840  0.9570  1.0249  1.0603  1.0866  1.0160  1.2208  1.2403  

1997~1998 0.9202  0.9606  0.8840  1.0275  1.0462  1.0750  0.9270  1.1762  1.0903  

1998~1999 0.9287  0.9788  0.9090  1.0683  1.0810  1.1548  0.9251  1.3372  1.2371  

1999~2000 0.9837  0.9237  0.9086  1.0885  1.0544  1.1477  0.9399  1.1837  1.1126  

2000~2001 1.0170  0.9499  0.9661  1.0782  1.0649  1.1482  0.8898  1.2458  1.1085  

2001~2002 1.0392  0.9707  1.0088  1.0948  1.0708  1.1723  0.8774  1.2394  1.0875  

2002~2003 1.0317  0.9352  0.9648  1.1134  1.0817  1.2043  0.8575  1.2794  1.0971  

2003~2004 1.0403  0.9775  1.0169  1.1669  1.2762  1.4893  0.8383  1.3249  1.1107  

2004~2005 1.0477  0.9238  0.9678  1.1801  1.0825  1.2774  0.8139  1.3989  1.1385  

2005~2006 1.0662  0.9253  0.9866  1.2184  1.0811  1.3172  0.7886  1.4196  1.1194  

2006~2007 1.0870  0.9309  1.0119  1.3096  1.0925  1.4308  0.7639  1.4823  1.1323  

2007~2008 1.0514  0.8808  0.9261  1.3105  1.0863  1.4235  0.7324  1.4201  1.0401  

2008~2009 1.0644  0.8613  0.9167  1.2392  1.0924  1.3537  0.7038  1.4566  1.0252  

2009~2010 1.0917  0.8519  0.9300  1.2512  1.1045  1.3819  0.6993  1.5005  1.0494  

평균 1.0215  0.9403  0.9592  1.1381  1.0808  1.2324  0.8615  1.3011  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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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form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has caused many 

debates from its planning stage. Eventually the first structural reform in 

the industry was launched in 2001 with the topic of partition in 

generation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but it was 

stopped in 2003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reexamine the related 

policies. Until now, Korean electricity industry has run without further 

reforms.  

This research started with an objective of analyzing the outcome of 

structural reform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under the assumption of 

the industry should carry out a new future plan in either direction.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stimated the relative efficiency through 

comparing Korean companies with other countries’ companies on the 

same time period. For comparison, Japan, whose electricity industry 

structure shares many similarities with that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se market has a relatively high degree of market liberalization, 

were chosen.  

Analyzed time period was 17 years from 1994 to 2010, and Korea, 

U.S., and Japan commonly introduced competition in the market or 

expanded its scope during a particular point in this period. The sco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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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was limited to power generation. Among many generation types, 

hydro,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were excluded, and traditional 

fossil fuels and gas were mainly discussed. For the methodology, a 

nonparametric method for wide variety of efficiency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as chosen. Data were collected from each 

company and each country’s firm-level open data from related 

associations.   

As the result, efficiency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was increased 

after the structural reform. From the cross-country comparison, high 

efficiency was shown in the order of Korea, Japan, and U.S. under 

assumption of CRS, and Japan, Korea, and U.S. under assumption of VRS. 

Applying the global Malmquist indicators, Korea showed a decrease in 

productivity after the structural reform. However, considering that 

technological advance in Korea was slower compared with Japan and U.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ctual productivity declined.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industry and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efficiency cannot be solely explained by the removal of inefficiency 

through structural reform. Also, since the electricity demand would not 

vary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reform and looking at the decrease 

in labor slack and fuel slack, it might be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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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by increase in facility uti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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