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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칙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

라 독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

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결정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기요금 규제와 정책결정의 이론적 타당성과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형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계량적인 기법에 의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연도별 전기요금 조정과정과 구체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적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원칙과 현실의 차이의 문제

가 시대상황과 규제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합리적인 요금결정

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적

목적 및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 전기요금 결정시기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개선

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쉬운 전

기위원회 제도를 정부와 독립적인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만들어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량남용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이는 전기요금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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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순수한 에너지 문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에너

지 정책의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기업, 대용량 고객, 일반 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에너지 본연의 관점에

서 공정한 요금정책이 수립되어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

을 제고시키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요어 : 요금규제, 전기요금, 정책결정, 공기업, 에너지, 점증변동

학 번 : 2015-24387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6

제 1 절 전기요금의 정부규제 ············································ 6

1. 전력산업 특성 ······································································· 6

2. 이론적 고찰 ··········································································· 8

3. 선행연구 검토 ·······································································11

제 2 절 정책결정 ·································································12

1. 전기요금의 정책 특성 ·························································12

2. 이론적 고찰 ···········································································15

3. 선행연구 검토 ·······································································16

제 3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18

제 1 절 전기요금 결정의 원칙과 절차 ····························18

1. 요금결정의 원칙 ···································································18

2. 요금결정절차 ·········································································20

제 2 절 이해관계자 ·······························································22

1. 한국전력공사 ·········································································22

2. 산업통상자원부 ·····································································23

3. 기획재정부 ·············································································24

4. 정당 및 국회 ·········································································25



- iv -

5. 대통령 ·····················································································26

6. 이익단체 ·················································································27

제 3 절 시기별 전기요금 결정과정 ··································30

1. 1960～70년대 ·············································································30

2. 1980년대 ·····················································································33

3. 1990년대 이후 ···········································································35

4. 소 결 ···························································································38

제 4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 요인분석 ···················39

제 1 절 분석틀과 연구가설 ················································39

제 2 절 변수의 정의 ·····························································41

1. 독립변수 ·················································································42

2. 종속변수 ·················································································46

제 3 절 분석방법 ·································································47

제 4 절 분석결과 ·································································48

1. 기본 통계값 ···········································································48

2. 전기요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48

3. 가설의 검토 ···········································································53

4. 종합적 논의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56

제 2 절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한계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2



- v -

표 목차

[표 1-1] OECD 주요국 요금수준 비교 ·································· 2

[표 1-2] 2004년 이후 요금조정 현황 ····································· 4

[표 2-1]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인상률(’82～’14년) ·········· 14

[표 3-1] 법령상 전기요금 조정절차 ······································· 21

[표 3-2]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추이 ············· 24

[표 3-3] 전력비 제조원가 영향 ··············································· 25

[표 3-4] 소비자물가 가중치 상위 품목 ································· 25

[표 3-5] 주택용 누진단계 변천추이 ······································· 28

[표 3-6] 이익단체의 정책영향 사례 ······································· 29

[표 3-7] 1960～1970년대 요금구조 조정내역 ······················· 32

[표 3-8] 1980년대 요금구조 조정내역 ··································· 34

[표 3-9] 1990년대 이후 요금구조 조정내역 ························· 36

[표 4-1] 연구의 분석틀 ····························································· 40

[표 4-2] 전기요금 및 물가변동 추이 ····································· 43

[표 4-3] 정치적 요인의 더미변수 처리 ································· 45

[표 4-4]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일자 ··················· 45

[표 4-5] 독립변수들의 주요 통계치 ······································· 48

[표 4-6] 점증성 판단 10% 기준 회귀분석 결과 ················· 50

[표 4-7] 점증성 판단 5% 기준 회귀분석 결과 ··················· 52

[표 4-8]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 54

[표 5-1] 원가보상 및 요금변동 추이 ····································· 57

[표 5-2]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비교 ····································· 58



- vi -

그림 목차

[그림 1-1] 정부정책 달성이 용이한 용도별 요금제 ··········· 3

[그림 4-1] 발전원 중 유류의 비중 변화 추이 ····················· 53

[그림 4-2] 에너지원별소비자가격및소비량추이('06～'14년) ··· 55

[그림 5-1] 공공요금 가격변동(’84 → ’14년) ························ 59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전기요금 수준이 낮고,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발생되

고 있는 원칙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

었다. 이에 따라 독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시그널에 입각한 고객의 합리적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전력사업자의 안정적 재무구조를 도모하기 위한 합

리적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되는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력산업은 자연독점적 성격이나 공기업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독점기업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고, 독점기업에 대해 규제를 할 경우 피

규제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규제기업은 안정

적 판매수입을 확보하는 대신에 서비스공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

공하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

스 요금을 설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사실상 전력판매의 독점권한을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바 정부

는 공기업의 감독관리 및 물가정책 등 다양한 정책 달성을 위해 전기요

금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의 규제는 크게 요금수준에 대한 규제와 요금구조에 대한 규

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맞춰 총괄원가를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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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이

유로 오랜 기간 원가미만으로 통제되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

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OECD 주요 국가간 주택용 및 산

업용 요금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료의 대부분을 수

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고려할 때 환율과 유가 등의 외부적

요인을 적시에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요금규제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불필요한 전력시설사용으로의 대체현상이 만

연되어 국가적인 에너지 비효율적 사용을 만연시키고 있다. 2011.9.15. 광

역정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최근 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점증하

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비용,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등의 전력산업에 대

한 정책비용 역시 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수

준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 표 1-1: OECD 주요국 요금수준 비교>

(단위 : $/kWh)

국가명
주거부문(Households) 산업부문(Industry) 산업/주거(‘14)

(주거=100)‘12년 (지수) ‘13년 (지수) ‘14년 (지수) ‘12년 (지수) ‘13년 (지수) ‘14년 (지수)

한  국 0.0931 (100) 0.1014 (100) 0.1096 (100) 0.0824 (100) 0.0920 (100) 0.1015(100) 92.6

일  본 0.2906 (312) 0.2542 (251) 0.2533(231) 0.2040 (248) 0.1829 (199) 0.1881(185) 74.3

미  국 0.1188 (128) 0.1212 (120) 0.1250(114) 0.0667 (81) 0.0684 (74) 0.0701 (69) 56.1

프랑스 0.1751 (188) 0.1934 (191) 0.2071(189) 0.1162 (141) 0.1260 (137) 0.1260(124) 60.8

독  일 0.3388 (364) 0.3876 (382) 0.3951(360) 0.1487 (180) 0.1693 (184) 0.1792(177) 45.4

이탈리아 0.2884 (310) 0.3056 (301) 0.3068(280) 0.2918 (354) 0.3217 (350) 0.3278(323) 106.8

영  국 0.2178 (234) 0.2299 (227) 0.2557(233) 0.1342 (163) 0.1390 (151) 0.1572(155) 61.5

네덜란드 0.2382 (256) 0.2572 (254) 0.2524(230) 0.1095 (133) 0.1128 (123) 0.1181(116) 46.8

덴 마크 0.3834 (412) 0.3939 (388) 0.4031(368) 0.1111 (135) 0.1196 (130) 0.1018(100) 25.3

노르웨이 0.1360 (146) 0.1485 (146) 0.1271(116) 0.0576 (70) 0.0687 (75) 0.0546 (54) 43.0

멕 시코 0.0902 (97) 0.0909 (90) 0.0901(82) 0.1147 (139) 0.1215 (132) 0.1215(120) 134.8

OECD 평균 0.1688 (181) 0.1716 (169) 0.1788 (163) 0.1194 (145) 0.1228(133) 0.1261(124) 70.5

OECD평균(’11) 0.1707 (193) 0.1194 (163) 70.0

* Energy Prices & Taxes 2Q 2015('15.7), Electricity Information 2014( ’14.8)/(OECD-IEA)

* 한국 산업용은 판매단가를 연평균 환율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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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금구조에 대한 규제는 용도별 요금제를 오랜 기간 채택하고 있

다. 이는 전기요금이 국가의 각종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영세 농어민 보호, 물가안정과 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정책 등이다. 이러

한 요인들은 용도별로 요금수준을 달리 설정하여,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고객의 비용의 일부를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이 교차보조하는 결

과를 발생시켜 수익자 부담원칙,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정부정책 달성이 용이한 용도별 요금제>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최근 유가 하락의 지속과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등장,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신사업 육성정책 등 기존체제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과거의 5년간(‘08～’13년) 재정적자 상황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흑자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형국이

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중심의 전기요금정책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정

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부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시설 예

산 축소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억제되어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발생하

고, 산업계로부터 중소기업 업종 및 신규 산업 업종에 부합하는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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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설 요구, 외국과의 FTA 체결증가에 따른 피해업종의 보상 요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출현은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정부와 한

전 사이의 규제-피규제기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향요소를 적

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표 1-2: 2004년 이후 요금조정 현황 >

(단위 : %)

조정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

’04. 3. 1 -2.8 -3.5 - -3.0 - - - - 8.0 -1.5

’05.12.28 2.4 2.8 - -15.3 3.3 갑 0.9, 을·병 3.7 - 3.4 10.6 2.8

’07. 1.15 - - - - 4.2 갑 동결, 을·병 4.9 - 4.2 9.7 2.1

’08. 1. 1 - -3.2 - - 1.0 갑 동결, 을·병 1.1 - - 17.5 0.0

’08.11.13 - 3.0 저 동결, 고 6.2 4.5 8.1 갑 동결, 을·병 9.4 - 4.5 - 4.5

’09. 6. 27 - 2.3 - 6.9 6.5 갑 3.9, 을·병 6.9 - 6.9 8.0 3.9

’10. 8. 1 2.0 - - 5.9 5.8 갑·병 5.9, 을 5.5 - 5.9 7.7 3.5

’11. 8. 1 2.0 4.4 저 2.3, 고 6.3 6.3 6.1 저 2.3, 고 6.3 - 6.3 8.0 4.9

‘11.12. 5 - 4.5 저 3.9, 고5.0 4.5 6.5 저 3.9, 고 6.6 - 6.5 - 4.5

‘12. 8. 6 2.7 4.4 저 3.9, 고 4.9 3.0 6.0 저 3.9, 고 6.0 3.0 4.9 4.9 4.9

‘13.1. 14 2.0 4.6 저 2.7, 고 6.3 3.5 4.4 저 3.5, 고 4.4 3.0 5.0 5.0 4.0

’13.11.21 2.7 5.8 저 5.2, 고 6.4 - 6.4 저 6.4, 고 6.4 3.0 5.4 5.4 5.4

’04 ~ ’13 11.4 27.5 15.1 76.2 10.3 67.5 124.5 46.4

* ’13.11, 5.4% 조정: 단가인상 3.2%, 하계 확대(6월) 1.6%, 춘추․하계 피크시간 1시간 확대 0.6%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기요금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과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시기별로 살펴보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

수별로 실증적 통계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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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정확성과 실증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 한국은행,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통계적 자료와 연구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와 주요 언론매체 기사,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한전 이사회 회

의록, 전기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대

해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전기요금의 정부규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정책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병행한다.

제3장에서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을 정권시기별로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요금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기술한

다.

제4장에서는 전기요금 결정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변수의 정의와 분

석틀을 설정하며 세부적인 분석방법을 기술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기요금결정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요

인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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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전기요금의 정부규제

1. 전력산업의 특성

일반적으로 전력산업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점

이 있다. 먼저 세계적으로 기술적 공급방식이 유사하며, 표준화된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 공급과정은 발전, 송변전, 배전,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으

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 둘째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 대규모 투자와 생산량 증가로 인한 한계비용

의 하락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상당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상당한 가격결정력

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로 막대한 설비투자와 자본조달이 필요한 장치산

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수직연계의 통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

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발전소 건설시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는 송전회사는 하나 또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발전회사는 송

전회사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당초

계약 파기 후 낮은 가격 요구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한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코우즈는 시장에 존재

하는 거래비용 개념에 따라 설명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부화 과정에서 기업이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력은 현대

산업생산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이르기 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매

우 중요한 에너지로 인식되어 공공성이 매우 크다. 전력의 부족은 곧바

로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국가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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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화의 생산자,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전력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 첫째

발전원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발전비용 내지 발전원가를 보이고 있다. 일

반적으로 원자력이나 유연탄과 같은 기저부하용 전원은 시설비가 높은

반면에 연료비가 낮으며 최대부하대에 가동되는 전원은 시설비가 낮은

반면에 연료비가 높다. 이와 같은 비용구조는 가격구조에서 복잡한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발전소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송전 및 배전시설이 소요되며 수용가에 공급되는 전압에 따라 송배전시

에 상이한 전력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전원의 전력이라도 최

종 소비자에 따라 상이한 원가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력은

현재 저장하기가 곤란한 상품이다. 양수발전이나 충전배터리 기술개발로

인하여 부분적 저장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저장방법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소멸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수요측면의 특성은 첫째 수요의 주기성과 불확실성으로서 계절별, 월

별 그리고 시간별로 상이한 소비행태를 보여주며 동시에 매년 동일한 소

비수준이 재현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력의 수요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탄력치가 상이한 수준을 보이며 동시에 동일한 소비

자도 시간에 따라 역시 상이한 가격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발전원에 따른 상이한 원가 구성과 함께 사용자 및 계절별,

시간대별에 따른 상이한 전력수요는 전기요금 결정을 극도로 어렵게 한

다고 볼 수 있다.

전력산업의 형평성은 전기요금이 전력소비자가 전력계통에 발생시키

는 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단기적 등락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전

부 부담할 수 었는 저소득층에게도 기본 수준의 전기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은 시설확장이나 기타 사업목적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원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기요금

체계는 가능한 한 단순명료하여 요금측정과 소비자에 대한 요금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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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 및

경제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요금체계의 부분적 수정이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는 위에서 설명된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목표간 상호절충을 수용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전기요금 규제를 시도하게 된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특히 전력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수 기업에 의한 공급은 오히려 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적 자

원의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은 초기 독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독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독점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 주고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

은 인위적․제도적 독점 상황으로 볼 수가 있으며,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로 인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행태를 발생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2. 이론적 고찰

정부규제에 관한 논의는 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가와 정

부규제는 왜 존재하는가의 두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자는 당위론 혹

은 규범론적인 입장에서 규제의 근거와 정당성에 관한 분석을 요구하며,

후자는 정부규제의 존재이유와 성립과정을 밝히는 실증론적인 이론을 발

전시켜 왔다.

규범이론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사회적 가치기준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장기능의 불완전성, 즉 시장실패를 들어 정부규제를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론은 단지 정부규제의 필요조건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충분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교과서적인 완전경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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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장실패가 존재하

고 따라서 효율적 자원배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므로 사회후생의 증

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그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성

급한 결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한 것

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기능도 불완전하며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항상 불

완전한 시장의 결과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즉 불완

전경쟁, 불완전정보, 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는 정부규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규범이론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과 비

교하여 현실적으로 정부규제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밝히려는 규

제의 실증이론은 몇 단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그 논리성과 설득력을 높

여왔는데 이는 규제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입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산업이나 부문이 규제를 받을 가

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규제가 도입할

것인지 등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규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전통적 견해로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정

부규제가 발생하는 규제의 공익이론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공

공의 요구에 따라 규제가 생겨난다는 것으로서 실증이론으로서의 규범론

이라 불리우는데 시장실패가 없는 경쟁산업에서도 정부규제가 존재하는

점과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가 항상 가격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증적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이

론이 나타났는데 스티글러(1971), 펠츠만(1976), 베커(1983) 등이 주장한

이론은 정부규제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여 그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일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와 관

련된 경제학적 이론이라 불리운다. 스티글러의 공공선택론은 경제적 규

제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부규제를 경제적 재화로 보고 이것에 대한 수요

공급의 균형점에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럴 경우

수요자는 정부규제로부터 모종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피규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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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는 피규제직종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고, 공급자는 강제력을 지

니고 있는 국가이다.

포스너는 정부가 어떤 특정집단을 돕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세금을 부

과하는 것이 정부규제라고 보면서 이 때의 세금은 금전의 납부와 같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집단이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

되는 평균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규제는 공공

요금에서 많이 보이고 있으며, 흔히 교차보조라고 불리는 것이다.

전술한 경제학적 이론은 정부규제의 실제효과에 착안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익집단의 조직유인, 관료의 대응자세 등에 대

한 고려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규제의 정치적 측면, 여러 단계의 정치적인 주인-대리인의 관계

에 분석을 요구한다.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정치가들을 선출하고 정치인

에 의하여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사람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실

제로 규제를 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정치인, 정치인과 규제기관, 규제기

관과 피규제기업들간 복잡한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런데 일반국민은 개별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약하

고 또한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정확히 평가

할 충분한 유인도 갖지 못한다. 이는 여러 후보자가 제시한 여러가지 정

책들을 평가하는 비용은 상당히 큰 데 반해 개별 투표의 혜택은 극히 불

확실하고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에 직접적으

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국민 개개인의 후생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자

신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이해집단들의 이해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실제로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행동은 사회후생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규제하는 정치인들의 요구, 규제와 관련된 여러

이해집단의 압력,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다. 결국 영향력 있는 이해집단들의 선호가 규제의 목적에 반영되어 규

제의 목적함수가 사회후생과는 상이한 형태로 변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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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타난 정부규제는 공익이론이 기대하는 차선의 결과도 얻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으로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을 들 수 있다. 즉

규제입법과 정책은 다양한 정치적 원인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상

황에서 어떤 정치적 원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규제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상황, 특정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정부규제의 유형,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이 그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대중적 정치(편익과

비용이 넓게 분산), 기업가적 정치(편익이 넓게 분산, 비용이 좁게 집중),

고객정치(편익이 좁게 집중, 비용이 넓게 분산), 이익집단 정치(편익과

비용이 좁게 집중)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이 넓게 분산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비

용은 미미한 물가인상이나 세금의 증가로써 지불되어 부담스럽게 느껴지

지 않는 상태이고,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비용부담자가 특

정의 산업, 기업인 경우로서 상당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상태이다.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편익이 다수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편

익이 좁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특정인

에게 허가 및 면허 등이 주어진다. 윌슨은 두가지 방식으로 규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순편익이 증가하는 것보

다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활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행동은 비용이나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 집

단에 집중되는 경우에 보다 쉽게 고무된다(최병선, 1992).

여러 이론 가운데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은 피규제산업 뿐만 아니라 각

종 공익단체의 정치적 활동 등을 동일한 이론적 틀 속에서 분석할 수 있

어서 합리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3.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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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김태헌(2012)은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에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하여 가격결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실패에 따른 자

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켜 보다 많

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격 결정과정에서 수

급여건이나 비용보다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 거시경제적 정책

목표를 우선시함으로써 에너지가격정책이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

과 효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발하

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영헌(2012)은 전력, 가스, 열 요금의 규제방

식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고, 정치경제적 요

소들이 요금규제에 투입되고 있어서 피규제기업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제

고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열(2012)은 2011년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상장공기업 이사회의 역할과 주주가치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기요금 정책결정시 정부와 한전간 또는 한전

내부적 의사결정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의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이익집단의 요금결정과정에의 참여시도의 측면과

2011년 광역정전 이후 변화된 전력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제 2 절 정책결정

1. 전기요금의 정책특성

정부의 전력산업 관리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요금관리정책이다.

전기요금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

니라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 경영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독립된 사업주체로서의 공기업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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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적정한 권한 위임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된 가격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행도 경영자율화의 필수적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목적달성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므로 그 사회적 목표에

따라 공기업의 가격정책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 운

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다양한 이해집단간에 배분하는 기

준이 되는 가격정책은 기업적 동기에 의하여 결정될 수만은 없고, 자연

히 정치적 고려를 포함하게 된다.

특정재화의 소비촉진,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지

원가격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원가이하의 형평지향적 가격 또

는 물가안정 등을 위한 억제가격 등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 부과된 사회적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기초

한 가격결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사회적 목표를 포함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회적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목표들이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따라 수시로 수정

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는 적절한 가격정책 및 그 재무적 결과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재정자립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장기적으

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가격정책의 채택은 기업의 사기저하, 경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므로 가급적 건전한 공기업으로서 재정흑자를 통한 자

립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사회적 목표에 따른 부득이

한 결손은 적정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사회적 목표에 따라서는 공기업의

적자운영을 초래하게 될 가격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

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경영실적평가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보전제도의 확립이 중요하

다. 만약 항구적인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공기업의 존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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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어떠한 가격정책을 채택한

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흑자기반 또는 적어도 수입․비용의 형평이라

는 일반적 목표를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가격 또는 정부보조를 통해서 회수될 필요가

있다.

요금관리는 실제로 각 해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이 시장 원리나 비용구조의

변화 등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물가 목

표에 맞추어 개입해 왔다. 전반적 물가상승기간 중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고, 물가가 안정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동안의 누적분까지를 포함하여 요금의 인상을

허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에는 유가 등 대부분의 규제 받고 있지 않은 가격들이 이미 충분히 상승

하여 가격구조의 왜곡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

도달한 때였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을 선도한다기보다는 연쇄적인 가격상승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마지막

단계에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인상률 (’82～’14년)>

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소비자물가
상승률(%) 7.2 3.4 2.3 2.5 2.8 3.1 7.1 5.7 8.6 9.3 6.2 4.8 6.3 4.5 4.9 4.4 7.5 0.8 2.3

전기요금
조정률(%)

-
0.7

-
3.3
․ ․ -

2.8
-
7.6

-
7.6

-
7.0

-
3.7

+
4.9

+
6.0
․ ․ +

4.2
․ +
5.9

+
6.5

+
5.3

+
4.0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1.3

전기요금
조정률(%)

․ -
0.1

․ -
1.5

+
2.8

․ +
2.1

+
4.5

+
3.9

+
3.5

+
4.9

+
4.5

+
4.9

+
4.0

+
5.4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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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정책결정과 관련한 요인이론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 또는 좌우하는 요

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서 처음 재정학자들에 의해서 재정지출

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후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도

중요함을 주장한 이론이다.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치체제는 정책에 아무런

독립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투입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

당함을 의미하며, 소득수준, 산업화, 도시화의 정도, 인구밀도, 인구이동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주로 정책 결정을 좌우한다는 것이

다. 이 이론은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분석

을 통하여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책결정이론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확하고 완전

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에 의한 합리모형의 논리와 합리모형의 한계를 대

체하는 대안모형의 논리로 나눌 수 있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을 정책결정자가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하여 결정

하고 행동한다고 전제하면서 주어진 정책문제의 목표에 대하여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행위라 본다. 하지만 인간

의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행위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합리적 대안선택에

따른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전주열, 2012).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책결정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모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Lindblom의 점증모형은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

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연속적

인 정책결정을 한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분석능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정

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할 가치기준마저 불분명

하기 때문이다. Schulman은 기존의 모형들이 점증적인 정책선택이 가능

한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고 비판하면서 비점증적 정책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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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는데 비가분적 정책의 초기 높은 착수비용과 시간경과에 따

른 정책과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모형은 기업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고전파 경제

학에서 기업이 합리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있고, 어느 것이 목표이더라도 극대화가 아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

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

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실제 회사의 결정은 고전

파 경제학자의 가정과는 다르게 보았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이러한 혼란상태에서 훨씬 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

다. 즉,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이다.(정

정길 외, 2003)

3. 선행연구 검토

정책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김철회(2005)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출

결정요인을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사회경제적 변수 중 인구구조변동률과 조세부담률 등이 강조되고, 정치

적 변수 중에서는 국회 여야의석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윤호(2002)는 지방정부가 개발과 복지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가를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역정

책결정자들의 개인적 특성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

로 재정자립도가 높고(사회경제적 요인), 단체장의 학력이 높을수록(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특성) 복지보다 개발지향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재림

(1999)은 교통요금결정 영향요인을 원가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운송비용(원가적 요인)과 국민소득수준



- 17 -

(정책적 요인)이 영향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결정요인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 재정정책분야에 연구가 집

중되고 있으며, 공공요금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적으

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사업자가 신청한 요금조정을 정부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예산 결정과정과 흡사하기 때

문에 전기요금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유용한 틀을 제공할 것으로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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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제1절 전기요금 결정의 원칙과 절차

1. 요금결정의 원칙

국가적으로 모든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요금 가격

정책의 일반적 기준의 결정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공공요

금 가격정책은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뿐만 아니라 특

정국가의 이상적 특성 및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공요금 가격정책은 국가경제 정책의 틀 내에서 분석되어

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결정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원리는 원가주의, 가치주의, 사회적 원리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어디까지나 실제적 요금체계를 결정할 때 그 배경을 이루는 것이

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전기요금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1) 원가주의

이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라 함은 사업운영에 필

요한 모든 비용과 사업확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윤

을 포함하는 총괄원가를 의미하며 회계상의 원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

다. 원가주의는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하여 소비배분 또는 소득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결정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수준 결정뿐만 아니라 가격체계 구성에 있어서도 광



- 19 -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하고 가격구조의 적용이 적

합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2) 가치주의

가치주의는 공급측면의 원가주의와는 달리 수요측면의 가치를 기준으

로 하는 요금체계이다. 요금 결정원리에 대하여 원가주의를 하한으로 하

고 가치주의를 상한으로 하는 사이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한

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가치주의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

용의 차이에 따른 차별요금이 아니라 수요자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차별

요금구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가치주의는

부당한 차별주의라고 비난받기도 하며 공공사업의 결손을 보충하는 손쉬

운 방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주의는 소비자의 주관에 따라

상이하며 수량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비자잉여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결정기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요금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치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예로 현행 전기요금에서 주택용과 산업

용의 차등가격 등을 들 수 있다.

3) 사회적 원리주의

사회적 원리주의는 사회적 수요 또는 사회적 비용의 기준에 따라 공기

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공급하

는데 따른 투입비용이나 또는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과는 직접

적 관계가 없다. 여기에는 부담능력주의와 사회복지 분산주의가 있다. 부

담능력주의는 수요자의 부담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동

일한 서비스에 대해 고소득층의 수요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며, 부

담능력이 낮은 수요자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는 전력이 생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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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이란 입장에서 저소득층의 전력공급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부담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누진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원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산주의는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이용이

국민전체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소비자의 재화사

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가 또는 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함

으로써 공기업의 경제적 고려가 부족하므로 일반적 가격결정기준으로 적

용하기가 곤란하나 가격체계결정에 있어서 반영될 수는 있다. 우리나라

의 주택용 요금의 누진요금체계는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사회적 복지나 비용의 측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요금결

정 과정에서 각종 압력단체에 의한 임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

도 존재한다.

2. 요금결정절차

전기요금의 조정은 공식적인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전의 요금담

당 부서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초로 조정요인을 산출한다. 내부적으

로 결정된 조정안은 한전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

부에 전기요금표가 포함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인가신청을 받은 산업부는 자체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공

공요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와 정부 내부 협의를 하게 된

다. 이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법령상의 공식적 절차이며 실질적으

로는 한전의 인가신청 전에 요금조정안에 대한 정부와 한전 사이의 최종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인가거부에 따른 재신청의 절차적 비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정부와 한전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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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 사이의 합의 이면에는 정부 내부적으로 집권여당

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당정협의, 청와대 수석간 협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된 조정안에 대한 형식적 인가신청

과 심의절차에 반발하여 소액주주들이 한전 임원들에 대한 소송이 발생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는

데 한전이 정부의 규제정책에 순응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높은 요금조정

안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한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소송에 따른

한전 경영진의 부담으로 2011년에 한전은 산정기준에 따른 높은 인상안

을 인가신청하였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는 인가거부하는 초유의 사

태가 발생하였다.(전주열, 2012)

<표 3-1: 법령상 전기요금 조정절차>

 전기요금 조정(안) 한전 이사회 의결

▪ 산정원칙 : 해당사업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전기요금산정기준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공급약관) 1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 협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전문가자문시행가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4항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 : 전기사업법 제16조2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문서로인가여부회신 : 행정절차법제23조1항, 제24조1항

▪ 24조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회신

▪ 23조1항 : 신청내용을그대로인정하는처분이아닌경우근거와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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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해관계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전력을 생산, 수송, 판매

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위원회,

공공요금 규제를 통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

당 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기요금을 최종 인가하기 위한 국무회의

및 대통령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전력 소비자들

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종 이익단체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치적 결정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어 왔다.

1. 한국전력공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1960년 3사 통합 이후부터 줄곧 독점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 발전․송전․배전․판매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2002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송배전 및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을 겸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윤 추구의 기업성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그 이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전기요금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한전은 기업성 이외에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므로 요금정책의 규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

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에 따른 기업성으로 해결해 왔다.

2008년 외환위기 및 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

데 정부는 물가와 서민경제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5년간 적자가 지속되어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한전

과 정부 사이의 요금조정안에 대한 갈등이 2011년에 표출된 것은 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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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 및 견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규제기관이다. 실무적으로 전기요금

의 원가산정에 대한 검증과 전기요금 조정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요금정

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처라고 볼 수 있다.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한전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인가신청

하면 산업부는 이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정부 내부적으로 물가를 총괄하

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와

대 및 당정협의 등 비공식적인 절차도 포함된다.

전기요금의 최종심의를 하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

경을 조성하며,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며,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

및 시장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2001.4). 전기위원회

는 행정편제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전력산업의

경쟁시장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와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전기

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의 인가 등을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

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

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은 전기요금의 결정이라 판단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한전의 일반적인 경영상황 및 안정적 전력수급

목표와 궤를 같이 하지만 정부의 부처이므로 정부정책에 동조를 할 수밖

에 없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시기에서는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산업부의 주장이 약화되

나, 2008년 이후 한전의 적자지속 및 9.15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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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시에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에 동

조하며 한전 주무기관인 산업부의 논리가 우세하였다.

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총괄하고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민경제와 산업전반에 미치

는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수준이 저렴한 이유

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정책에 기인한다. 특히 전력은 제조업의 매

우 주요한 기반동력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

에 대한 가중치도 높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전기요금 조정률의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됨을 볼 수 있는 것도 물가정책기조에 동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2: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추이>

(단위 : %)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1.50 1.20 1.75 1.72 1.78 1.58 1.69 1.64 1.65 1.64 1.35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46 1.23 1.20 1.26 1.40 1.15 1.07 1.17 1.15 1.33

* 출처 : 한국은행, ’13년도 기업경영분석(’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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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력비 제조원가 영향>

구 분 전자통신 석유정제 비금속 1차금속 자동차 평균

전력비 비중(%) 1.05 0.49 3.91 3.56 0.76 1.45

(‘12년도) (1.13) (0.40) (3.30) (2.74) (0.64) (1.33)

1% 인상영향(%) 0.0105 0.0049 0.0391 0.0356 0.0076 0.0145

* 출처 : 한국은행, ’13년도 기업경영분석(’14.10)

<표 3-4: 소비자물가 가중치 상위 품목(1,000분비)>

순 위 1 2 3 4 5 6

품목명 전세 월세 휘발유 이동전화료 전기료 도시가스

가중치 62 30.8 31.2 33.9 20.5 20.6

* 출처 : 통계청(‘13년, 전기료는 주택용 기준)

4. 정당 및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결정시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당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나 특성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권당의 지배

구조와 의석분포에 따라 국회의 정책결정이 달라진다. 즉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는 경우 집권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느냐에 따라 국회의 권한정도가 좌우된다. 반면 여당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용이할 것이

다(정정길 외, 2003).

여당은 원칙적으로 선거시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대안을 정책으로 결정

하고 집행한다. 또 평상시 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행정부의

집행과정을 감독하여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여당은 정책결정에서 당정협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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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현행 당정협의제도는 총리훈령 제506호 “당

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의 정부 내부 규정에 의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을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부가 결정하

거나 국회에 제한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그 결정 이전에 집권당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 간부와 행정부의 지도층이 서로 협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이 제도는 국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던 행정부

가 정부안에 대한 여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가상준․안순철, 2012). 이처럼 당정협의에서 집권여당의 기능이 형식화

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하여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집권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대통령 개인에 의해 집권당이 좌우되어 매우 적

은 자율성을 누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시 집권당보다는 전문가역량이

우수한 행정부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 행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실책을 비판하는 과정

에서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체제가 권위주의 경향이 강할

수록 이러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기본공급약관의 개정안을

정부가 인가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정당 및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집권여당의 경우 당정협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

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있으며, 야당의 경우 국회 회의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5. 대통령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은 정책유형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엄격한 권

력분립 정치체제에서 외교, 국방정책이나 위기시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

적 역할을 하나 국내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Lowi에 의하면 소득재분배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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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배분정책의 경우 의회의 상임위원회

나 행정 각부처에서 결정되며 대통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Ripley와 Franklin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

력을 행사한다(정정길 외, 2003).

전기요금 조정시 대통령은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인가권자로서 실질적으

로 요금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경

제의 한 축인 전력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산업경쟁

력 강화, 서민경제 안정 등 전기요금의 다양한 파급효과 및 선거 등 다

가오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복합적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매우 고도의

정치경제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 부처 및 국무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경유하여 매

우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이익단체

이익단체는 집단 성원의 공통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사익목적과 더불어

국민적 요구나 의사를 정부에 요구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의제화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익단체의 이익표명 또는 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

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전기요금 관련 경제적 영향

이 매우 큰 산업계의 경우 전경련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력요금과 관련하

여 한전과 논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산업계가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산업용 요금을 중심으로 시행한 지속적인 인상에 반발하며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증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주택용 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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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용량별 전기요금단가가 급등하는 누진제에 매우 심하게 저항하며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 정부 및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며 누

진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표 3-5: 주택용 누진단계 변천추이>

’64. 9. 1 ’73. 12. 1 ’74. 12. 7 ’75. 12. 1 ’76. 11. 1 ’79. 3. 9
3단계 체감

(1:0.6)

단  일 3단계 누진주1)

(1:1.6)

4단계 누진

(1:2.3)

5단계 누진

(1:2.4)

5단계 누진

(1:3.9)

’79. 6. 12 ’79. 7. 12 ’80. 2. 1 ’81. 12. 1 ’83. 4. 22 ’86. 2. 22
12단계 누진주2)

(1:15.2)

12단계 누진

(1:19.7)

9단계 누진

(1:14.0)

6단계 누진

(1:10.9)

5단계 누진

(1:6.3)

5단계 누진

(1:6.2)

’87. 5. 28 ’88. 3. 21 ’88. 11. 30 ’89. 7. 1 ’91. 6. 1 ’92. 2. 1
5단계 누진

(1:5.8)

4단계 누진

(1:5.1)

4단계 누진

(1:4.7)

4단계 누진

(1:4.2)

5단계 누진

(1:7.0)

5단계 누진

(1:7.4)

’95. 5. 1 ’00. 11. 15 ’02. 6. 1 ’03. 1. 1 ’04. 3. 1 ’05. 12. 28

7단계 누진

(1:13.2)

7단계 누진

(1:18.5)

7단계 누진

저압/1:18.5
고압/1:16.5

7단계 누진

저압/1:18.5
고압/1:15.9

6단계 누진

저압/1:11.1
고압/1: 9.5

6단계 누진

저압/1:11.7
고압/1: 9.9

주) 1. 1차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하여 누진제 최초 시행

2. 2차 오일쇼크로 누진율 대폭 확대(3.9배 → 15.2배)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전통적인 단체 이외에도 신종 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요금 할인 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등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은

거세지고 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이익단체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을 전달하거나 진정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다. 간접적으로 정부

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과 담화문, 성명서와 포스터 제작

과 광고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여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

최나 정책보고서 발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비공식적인 참여로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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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정부 관료들을 이익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비

밀접촉을 하거나 시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표 3-6: 이익단체의 정책영향 사례>

30대 그룹, "에너지 신사업 규제 풀어 달라" 정부 건의(서울경제, 2016.2.4.)

(前略) 장관은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 참여 확

대를 추진하고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

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

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고 ESS 맞춤

형 요금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後略)

이러한 문제가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첫째, 강력한 정치

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

키고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여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실현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야 비로소 그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

는데 이익단체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정정길 외, 2003).

최근 특정 사업분야의 관련 민간기업이나 이들의 협의체가 산업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의 정책참여는 단순한 이익투입 차원을 넘어서 정부당국과 해당분야의

정책방향이나 내용을 조정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단 응집력이 약했던 소비자들도 소비자단체를 통

해 신문고, 언론 의견 표명, 소송 제기(최근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득 소

송 제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이러한 소리에 귀기

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집

단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력당국은 이들

의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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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기별 전기요금 결정과정

1. 1960～70년대

전력산업의 태동기인 1960년대 초반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이 빈곤하

여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시기였다. 대부분의 재원은 미국 및 일본으로

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하였고, 미국 측에서 차관 도입의 조건으로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을 요구하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빈번한 시기였다. 즉, 설비 투자에 대한 결정권자가 정부라기보다는 미국

측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 규제는 규제기관(정부)-피규제기관(사업

자)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4월 16일 미국 측은 차관제공에 따른 전기요금 80% 인상안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9.9% 인상에 합의하였다.

1964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솜(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on, 미국 대외 원조기관)은 앞으로 전원개발을 위한

AID 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시기를 명백히 해줄 것을 요

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유솜에 대해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후략)’라며 미국측

이 요금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협상파트너임을 시사하고 있다.

1960년 초 이전까지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전기요금 조정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공포가 되었다. 이후 1962년 2월

9일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되어 경제기획원장이 위원장이고,

재무․농림․상공․교통․체신부 장관과 내각수반이 임명․위촉하는 9인

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국회심사체제에서 행정부 심사체제로 전환되었

다. 이에 따라 현행 체제와 유사한 심사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지는 결정과정이 확립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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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전압별로 구분한 전기요금체계를 전기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

는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부 정책을 보다 더 용이하게 작동시키게 하였다.

1966년 4월 1일 요금조정 결정과정은 전원개발비를 조달하고,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측의 25% 인상 요구와 정부안 16% 인

상안이 붙었으나, 결국 미국측 요구가 관철되었다.

1967년은 대선(5.3)과 총선(6.8)이 동시에 있는 해이어서 전기요금 조

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총선 전 요금 인상 억제 방침이 총선 후에는 현실화 방

침으로 변경하는 정책 전환을 보여주었다.

1973년 2월 15일은 그동안 오르기만 한 전기요금의 5% 인하가 결정되

었는데 이는 당시 공산품 원가 5% 절감시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한전의

경영상태는 요금인하를 용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정부정책에 대

한 순응적 태도가 이러한 결과를 발생하였다. 이면적으로 전년도 유신헌

법에 따른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성난 민심을 다소 잠재우고 2

월 27일의 총선승리를 위한 목적이 다분히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도 전에 당해년도 12월 1일에 에너지절

약 목적 요금구조 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을 5.6% 인상 시행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여파가 나라 전체에 휘몰아

치면서 1974년부터 높은 수준의 요금조정이 시작되었고,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및 유가 인상에 따

른 경영적자 개선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요금조정의 결정과정은 외부

적 원가 인상분의 적시반영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특정 종별 요금의 인상, 조정시기의 선별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가격시

그널 효과에 따른 전력 사용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978년 9월 22일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번(’78.9.23)의 전기요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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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던 지난 봄에 인상했더라면 그토록 커다란

인상율이나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가격정

책은 결국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래적인 방식으로 물가를 그

저 억제하려고만 한데서 온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억제수단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1960～70년대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경제원조를 받

는 수세적 입장으로 인해 미국의 개입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경

제개발계획에 따른 정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치적 고

려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 시기였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행정부 심사가

강화되어 한전의 입지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공요금심사위

원회와 1976년부터 개편된 물가안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있었으나 당시 행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추진 분위기로 인

해 이들의 영향은 미미했으리라 본다. 이는 유가 및 환율 등 외부 환경

적 요인이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것을 꺼려하고, 권력구조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거 이후로 요금

조정시기를 늦춰 요금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1960～1970년대 요금구조 조정내역>

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66. 4. 1 +25
◦ 투자보수율 7.5% 확보 (개정전 3.3%)
◦ 건설자금부족액 50억 조정
◦ 전 계약종별 동률 인상

’67.11. 1 +15
◦ 투자보수율 7.5% 유지 (개정전 4.9%)
◦ 연료비 인상            
◦ 법인세 감면기간 만료

’69.12.27 +10 ◦ 투자보수율 7.5% 유지 (개정전 5.3%)
◦ 주배당 10% 불능

’72. 2. 1 +15 ◦ 연료비 인상(석탄 26%, B.C 64%)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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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73. 2.15 -5.0
◦ 제조업 5% 인하
◦ 공산품 원가절감 유도
◦ ’72.8.30 물가 3% 억제 경제조치

’73.12. 1 +5.6 ◦ 제조업 5% 인하 환원 → 5.6% 인상 효과

’74. 2. 1 +30 ◦ B.C 92% 인상 보전

’74.12. 7 +42.4 ◦ 연료비 인상과 환율 인상 20% 보전

’75.12. 1 +10 ◦ 연료비 인상 9.03% 보전

’76.11. 1 +15 ◦ 전원개발자금조달 
(투자규모 팽창, 건설단가 급등)

’77. 7. 1 -4.54 ◦ ’77.7.1 부가세 시행에 따른 간접세 부담 감소분 반영

’78. 9.23 +12.1

◦ 최저필요이익 확보, 투보율 7.8%
◦ 전원개발자금조정 (투자규모 팽창)
◦ 연료비 인상 보전

- 유가 : 4.28%(’77.5.20), 3.6%(’78.1.28)
- 석탄 : 34%(’77.2.4), 33.2%(’77.12.18)

’79. 3. 9 +12.0
◦ 최저필요이익 확보, 투보율 7.8%
◦ 연료비 인상 보전 (’79.3.7)

- 유가 B.C 9.27%, D.O 9.42%

’79. 6.12 - ◦ 에너지소비절약 시행 강력 추진

’79. 7.12 +34.6
◦ ’80년 투보율 8% 확보
◦ 연료비 인상 보전

- 유가 : B.C 59.12%, D.O 59.17%(’79.7.10)
- 석탄 : 38.8%(’79.4.16)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 1980년대

이 시기는 유가 하락, 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른 한전의 이익증가분 환

원 및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기조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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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전기요금 결정과정이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를 발생

하지 않았다. 여전히 전기요금의 종류(예: 주택용, 산업용 등)에 따라 차

별적으로 요금인하폭과 조정시기를 고려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유

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국제적 정치경제상황이 양호하는 등 대외적 환

경이 우호적이었고, 전기요금인하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는 요금결정과정은 국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1982년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전기요금의 정당성 여부 조

사신청 등 수동적 존재였던 소비자들의 권익확보 노력이 진전되는 시기

였다.

<표 3-7: 1980년대 요금구조 조정내역>

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80. 2. 1 +35.9

◦ 투보율 8% 확보
◦ 환율 및 금리인상 보전(’80.1.12)

- 환율 20.2% (485→582.90원/＄) - 금리 : 6%
◦ 연료비 인상 보전

- 유가 : 59.43%(’80.1.29)

’80.11.19 +16.9
◦ 연료비 인상 보전

- B.C 14.7%, D.O 14.0%(’80.8.24)
- B.C 12.07%, D.O 12.56%(’80.11.19)

’81. 4.21 +10
◦ 투자보수율 9% 확보
◦ 연료비 인상 보전

- B.C 12%, D.O 19.8%(’81.4.19)

’81.12. 1 +6 ◦ 연료비 인상 보전
- B.C 7%, D.O 9.9%(’81.11.29)

’82. 7.10 -0.7 ◦ 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83. 4.22 -3.3 ◦ 유가인하에 따른 연료비 경감분 인하
- B.C 7.7%, D.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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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86. 2.22 -2.8 ◦ 유가인하에 따른 연료비 경감분 인하
- B.C 16%

’87. 5.28 -4.0 ◦ 원자력발전 증가에 따른 경비절감분 인하

’87.11.16 -3.8 ◦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

’88. 3.21 -3.6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일환

’88.11.30 -4.1

◦ ’88년 경영호조에 따른 이익증가분 고객 환원
◦ 연료가격 변동

- B.C 인하 : 19.1%, - LNG 인하 : 16.3%
- 석탄 인상 : 5.9%

◦ 선진화합 경제대책 중 공공요금 인하

’89. 7. 1 -7.0

◦ 이익증가분 환원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 판매량 증가 : 805억kWh → 825억kWh
- 환율 변동 : 670→ 672원/＄, 6.19→4.75원/￥

◦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선도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3. 199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노동환경 개선,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개최,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불

확실한 시기였다. 1990년대 초 걸프전 발생, 1990년대 후반의 IMF 체제

로 인해 유가 및 환율의 급등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매우 가중된

시기였다.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고 입법부의 영향력이 커

지면서 여당도 정부에 요금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사도 많이 설립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표출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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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그 예로 1991년 5월 17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갈팡질팡 전기요금 정치

적 절충이라는 기사 해설을 통해 위기시국이 계속되자 민자당에서 정부

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할 것을 공식 요구하였고, 6월 광역의회선

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요구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요금결정과정에 있었던 공식적인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

해지면서 2009년 위원회가 폐지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기요금의 원가정보공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되어

고객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특정 이익을 확보하려는 단체들

의 전기요금 관련 요구가 증가하여 한전과 정부의 대응범위도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전기요금 결정절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익단체들의

의견표현 창구가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표 3-8: 1990년대 이후 요금구조 조정내역>

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90. 5. 1 -3.7 ◦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91. 6. 1 +4.9 ◦ 주택용 누진제 강화(5단계 7배)
◦ 업무용, 산업용 하계 전력량요금 고율 책정

’92. 2. 1 +6.0 ◦ 기본요금수준의 상향 
◦ 주택용 기본요금 상향 조정

’95. 5. 1 +4.2 ◦ 주택용 누진제 강화 (7단계 13.2배)

’97. 7. 1 +5.9 ◦ 기본요금(8.2%)을 전력량요금(5.3%)보다 높게 인상

’98. 1. 1 +6.5 ◦ 환율 및 금리인상으로 연료비, 이자비용 상승

’99.11. 5 +5.3 ◦ 일반용(을) 시간대별요금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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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00.11.15 +4.0 ◦ 주택용 누진제 강화(300kWh 초과분만 인상)
- 누진배수 : 13.2 → 18.5배

’02. 6. 1 -0.1 ◦ 주택용 5,6단계 인하 
◦ 전력기금 분리에 따른 종별 요금단가 조정

’03. 1. 1 - ◦ 종별간 요금수준 격차 완화
◦ 특례요금 현실화

’04. 3. 1 -1.5 ◦ 주택용 1,2단계 통합 
-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 7→6단계(18.5→11.1배)

’05. 12. 28 +2.8 ◦ 유가, 석탄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막대한 전력투자비 소요 등

’07. 1. 15 +2.1 ◦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공급비용
급증, 원전세부과 등 관련법 개정으로 발전비용 상승 등

’08. 11. 13 +4.5
◦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력공급원가 

대폭 증가, 전력과소비구조 및 비효율적 
소비행태 개선 필요

’09. 6. 27 +3.9 ◦ 연료비상승분 요금반영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개선 및 소비절약 유인

’10. 8. 1 +3.5 ◦ 원가상승분 요금반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동계수요 억제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개선

’11. 8. 1 +4.9 ◦ 원가상승분 요금반영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 및 
고유가 상황에 맞는 에너지소비절약 유인 제공

’11. 12. 5 +4.5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요금 가격기능 
회복, 원가상승분 요금반영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12. 8. 6 +4.9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제고, 연료비 증가에 따른 원가상승분 반영

‘13. 1. 14 +4.0 ◦ 전기요금현실화를 통한 가격시그널 제공으로 동계 
전력수요 대처, 연료비증가에 따른 원가상승분 반영

‘13. 11.21 +5.4 ◦ 종별 차등 조정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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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지금까지 시기별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다. 1960～70년대 전력산업이 확장하던 시기

에 정부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전력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

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윌슨의 규제이론에 따

르면 고객정치적 상황에 적합하다. 즉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

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불특정 다수인이 부담하나 그것의 편익은 동종업

종의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해당 산업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약화

시켜서 기존의 산업 종사자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신규진

입을 제한하거나 진입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경제적 규

제가 오히려 피규제산업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이들을

보호하려 한다. 당시 상황은 이러한 고객정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유틸리티 산업의 민영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기류가 확산되면서 고객정치적 상황은 기

업가적 정치상황으로 변환되게 된다. 거대한 공룡기업인 한전은 소수의

집단으로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나 편익은 고객 다수에게 확산된다. 규

제당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 검토 등의

내용을 언론에 넌지시 알려 여론의 반응을 주시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규제당국은 규제목적을 달성하며, 피규제기관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

다.

하지만 전 시대를 통틀어 공통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여

전히 정부와 한전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중점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실

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곤란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정책전문가들

의 자문을 임의적으로 받는다고 하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보다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화된 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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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 요인분석

제 1 절 분석틀과 연구가설

일반적으로 정책 변동에 대한 논의는 정책학의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

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적 배경을 지닌 국가에서 사회문제가 정

책문제로 전환되고, 정책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

명하는데 유용하다. 내부주도형 모델은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의사결정체

제 내에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며,

동원형 모델은 의사결정체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정치체제 및

환경부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 무의사결정론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부터 투입되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의도적으로 차

단하는 것으로 정책변동을 억제하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동은 전년도 실적에 기반을 두고 약간의 변동이 이루어

지는 점증적 변동과 전년도와 무관하게 급격한 변동이 이루어지는 비점

증적 변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점증과 비점증의 구분과 관련하여 점증

주의 이론은 변동폭을 10% 내외의 소규모로 주장하는 반면 단속적 균형

이론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소규모 변동에 점증되며

불안정한 시기에는 급격한 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특히 단속적 균형이

론은 정규성 검정과 점증성 검증, 단속점의 발견과 원인 설명 등으로 점

증주의 이론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김철회, 2005).

정책변동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직접적 이해관계자 간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외부적 환경요소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전기요금 조정의 결정과정에서의 변동성을 원가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변동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아래

와 같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에 근거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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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4-1: 연구의 분석틀>

<원가적 요인>

1. 유가변동률

2. 환율변동률

<사회경제적 요인>

1. 총인구변동률

2. 경제성장률

3. 조세부담률 변동률

4. 소비자물가 변동률

<정치적 요인>

1. 대통령선거 실시유무

2. 국회의원선거 실시유무

3. 국회 여소야대 여부

점증적 변동

비점증적 변동

[가설 1] 원가적 요인의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

으로 발생한다.

[가설 1-1] 유가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이다.

[가설 1-2] 환율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이다.

[가설 2]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

증적으로 발생한다.

[가설 2-1] 총인구변동률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이

다.

[가설 2-2] 경제성장률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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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설 2-3] 조세부담률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

이다.

[가설 2-4] 소비자물가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

이다.

[가설 3] 정치적 요인의 변동이 심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

으로 발생한다.

[가설 3-1]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일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

증적이다.

[가설 3-2]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연도일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

점증적이다.

[가설 3-3] 국회가 여소야대일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은 비점증적이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본 절에서는 전기요금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먼저 독립변수로 원가적 요인과 관련하여 유가, 환율의 변동

률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인구의 변동률, 경제성장률, 조세부담

률 변동률,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정의하고, 정치적 요인으로 대통령선거

실시유무, 국회의원 실시유무, 국회 여소야대 여부로 정의하였다. 특히

정치적 요인은 통계분석을 위해 정성적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전기요금 조정률의 점증적, 비점증적 특성을 선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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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기간은 전력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한국전력주

식회사로 통합되어 전력산업이 실질적으로 태동한 1961년부터 2014년까

지로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

본 절에서는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조정과 관련하여 원가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각 요

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한다.

1) 원가적 요인

본 계량분석에서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는 원가적 요인은 유가변동률과 환율변동률이다.

① 유가변동률

유가변동은 국내 전력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력생산의

주된 비용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수급환경상 유류는 자체 조달이 곤란

하고 대부분을 수입하여 내부통제가 곤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은 전기요금의 조정을 통해 반영될 것이므로 요금은 유

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가변동률의 자료는 한국석유

공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발전원료에는 유류 이외에도 원자력, LNG, 유연탄 등이 있는데 원자

력과 화력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유연탄은 대체로 장기계약으로 설정되

고,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 LNG는 유류가격에 연동

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환경과 국제정세 등에 따라 변동률이

심한 유류의 가격(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을 대표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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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였다.

② 환율변동률

환율의 변동은 수입연료가격과 함께 통제가 곤란한 변수이다. 유가의

변동이 없어도 환율이 급등할 경우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현실

상 사실상 유가의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환율변동 역시 전기요

금의 비점증적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변동률의 자료

는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2: 전기요금 및 물가변동 추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인상률(%) -1.5 2.8 - 2.1 4.5 3.9 3.5 9.6 4.9 9.6

환율 (원/$) 1,144 1,024 955 929 1,103 1,276 1,156 1,108 1,127 1,095

두바이유($/bbl) 33.6 49.4 61.6 68.4 94.3 61.9 78.1 106.0 109.0 105.3

소비자 물가
상승률 (%)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 출처 : 한전홈페이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석유공사페트로넷, 국가통계포털

2)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총인구변동률,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소비자

물가의 변동률 등 4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총인구변동률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실질기준)을 사용하였다. 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수요가 커져 전기요금의 조정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하에 사회경제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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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변동은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총조세부담액의 비율

변동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변동률은 통계청 조사 2010년 기준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물가 가중치 상위 품목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즉 조세

부담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커질수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

고, 전기요금을 사실상 세금과 동일시하는 국민적 시각에 비추어 정책당

국의 전기요금 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으로 해당 지표를 선정

하였다.

3) 정치적 요인

다음으로 정치적 변수로 대통령선거 실시 유무, 국회의원선거 실시유

무, 국회의 여소야대 여부 등 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 변수들은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통계분석을 위해 주로 정성적 변수

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의 재창출 또는 교체라는 큰 정

치적 변혁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역시 요금관련 이슈에 대해

이익집단 및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유도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

들의 요금정책에 대한 태도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변수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국회의 여소야대 여부는 국회 내 여당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

느냐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것인데 이는 국회 내 정당 간 경쟁여부를 표

현한다 할 수 있다. 여대야소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책변동이 용이할 수

있는 반면, 여소야대의 경우 국회의 견제로 인해 요금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수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치적 변수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더미변수

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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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정치적 요인의 더미변수 처리>

구 분 의 미 출 처

대통령선거 실시 1, 미실시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실시 1, 미실시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소야대 여대야소 1, 여소야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4-4: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일자>

대선일 총선일

1963.10.15 1963.11.26

1967.5.3 1967.6.8

1971.4.27 1971.5.25

1972.12.23 1973.2.27

1978.7.6 1978.12.12

1979.12.6 1981.3.25

1980.8.27 1985.2.12

1981.2.25 1988.4.26

1987.12.16 1992.3.24

1992.12.18 1996.4.11

1997.12.18 2000.4.13

2002.12.19 2004.4.15

2007.12.19 2008.4.9

2012.12.19 2012.4.11

*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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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필요성

이상의 변수들을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야 한다.

다중공선성 문제는 회귀분석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다. 일반적으로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경우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크기로 해석된다. 이 경우 다른 변

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는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가

정이 지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제곱추정량의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상관관계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중 하

나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변수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관측치를 이용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의 상황을 보아 상관관계의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한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전기요금 조정률 변동의 점증, 비점증적 특성을 취하였으

며, 해당 자료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통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변동의 점

증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점증모형의 대표적 연구가인 Wildavsky의

기준인 전년도 대비 ±10%로 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 설정이 특

별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5% 기준으로 점증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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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변동패턴은 점증/비점증 등 이원화된 변수로

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이러한 종속변수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찾아내기 위하여 판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프로빗 회귀

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이 등간척도

이상이고 다변량 정규분포를 취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독립변

수에 정성적, 명목적 변수를 포함하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본 연

구에 적용되기 어렵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명목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은 정성적인 척도와 등간척도가 섞여 있으면서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한다는 가정이 불명확할 때 적합하다고 불 수 있다.

프로빗 회귀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같이 독립변수가 명목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이 정성적 척도와 등간척도가 섞여 있으면서 변수들이 다

변량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할 때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속변

수를 점증적 변동과 비점증적 변동으로 구분하고, 정규분포의 가정이 없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주로 분석하되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 명목척도로 측정되고, 2개 또는

그 이상의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경우 사용된다. 독립변수는 명

목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이 정성적 척도와 등간척도가 섞여 있는 경우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하는 가정이 불명확할 때 사용된다. 프로빗 모형은

독립변수의 모든 값에 대하여 종속변수의 기댓값이 0～1의 범위 안에 떨

어지고, 동시에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종속변수의 값이 고정되지 않고, 항

상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변환시킨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

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유의미성은 기본적으로 5%를 기준으로 하나

10%의 유의수준 하에서 의미 있는 독립변수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결

과가 주는 통계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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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결과

1. 기본 통계값

1961～2014년 사이의 유가변동률, 환율변동률, 인구변동률,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변동률, 물가변동률 등 6개 변동률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 주요 통계값은 다음과 같다. 6개 변동률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 것은 조세부담률로 1.1092%였으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것은 유가변동률로 13.1287%이었다. 이는 평균적 변화의 관점에

서 유가의 변동이 심함을 알 수 있고, 조세부담률이 가장 안정적인 움직

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표준편차에서는 인구증가율이 0.75333%로

변동의 폭이 가장 작고, 유가변동률이 46.70692%로 변동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독립변수들의 주요 통계치>

(단위 : 개, %)

유가 환율 인구 성장률 조세부담률 물가

관찰개수 54 54 54 54 54 54

최소값 -52.74 -14.97 0.21 -5.5 -19.67 0.8

최대값 290.75 100 3.01 14.8 25.29 36.4

평균 13.1287 6.7568 1.3095 7.676 1.1092 8.924

표준편차 46.70692 20.81744 0.75333 4.0457 8.27225 8.2521

2. 전기요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전기요금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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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점증성의 기준으로 Wiladavsky가 사용한 10% 기준과 더불어 5%

기준을 적용하여 전기요금 조정률을 점증적 변동과 비점증적 변동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이를 결정하는 원가적, 사회경제적, 정

치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나타낸다

는 가정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도입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고 있는 Logistic 모형을 사

용하였다. 다만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변수를 제거하

여 재분석을 시행하였다.1) 분석의 내용은 표4-6, 표4-7에 정리되어 있

고,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

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이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

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

의 적합도는 높다. 본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 값은 4.150이고, 유의확률은

.843(10% 점증성 기준)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 값이 비

유의적으로 나타났음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만약 그 값이 유의적이

면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B의 값은 회귀식의 계수를 말하며 B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인자는

그 변수값이 클수록 전기요금의 비점증성의 확률이 높으며 음의 값을 가

지는 인자는 그 변수값이 클수록 전기요금의 비점증성의 확률이 낮다.

S.E의 의미는 표준오차를 말하며 표준오차는 각 표본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표본들의 전체 모집단

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평균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

다.

유의확률의 의미는 유의확률의 값이 0.05이하 또는 0.1 이하인 값은 유

1) 최초 분석시 독립변수였던 유가, 인구, 국회 여소야대, 경제성장률의 유의확

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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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 5% 또는 10%에서 유의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Exp(B)는 독립변수가 한단계 증가할수록 종속변수가 몇 배 증가한다

로 해석한다.

모형계수의 총괄 검정상 카이제곰 검정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모형의

적합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R제곱 값도 70%로 나타났다(Nagelkerke R-제곱 기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0.5 이상으로 판단

되면 종속변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하는데, 분류정확도상 87%(10% 점증성

기준), 74%(5% 점증성 기준)로 나타나 정확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10%의 점증성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전기요금의 점증/비점증적 변동

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원가적 요인에서는 환율변동률, 사회

경제적 요인은 조세부담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정치적 요인에서는 대

통령선거 실시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로 시행한 5%의 점증

성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선거 실시유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환율 1% 증가시 1.084배의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변동이 발생하며, 조

세부담률이 1% 증가시 1.167배, 소비자물가는 1.303배, 대통령선거의 실

시는 27.451배의 비점증적 변동을 야기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 변동률의 변동패턴이 정치적 요인의 대통령선

거의 시행유무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

이상의 전기요금 조정률의 비점증적 변동은 환율, 조세, 물가 등 경제관

련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표 4-6: 점증성 판단 10% 기준 회귀분석 결과>

모형 계수의 총괄 검정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34.043 5 .000
블록 34.043 5 .000
모형 34.043 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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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관측됨

예측

요금변동률(10%)
분류정확 %

점증 비점증

1 단계

요금변동률

(10%)

점증 39 2 95.1

비점증 5 8 61.5

전체 퍼센트 87.0

모형 요약

단계 -2 로그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1 25.565 .468 .700

= Hosmer와 Lemeshow 검정 =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4.150 8 .843

구 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환율변동률 .080 .034 5.619 .018** 1.084

조세부담률 변동률 .155 .070 4.859 .028** 1.167

소비자물가 변동률 .264 .096 7.638 .006** 1.303

대통령선거 실시유무 3.312 1.755 3.563 .059* 27.451

국회의원선거 실시유무 -2.091 1.714 1.488 .222 .124

주)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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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점증성 판단 5% 기준 회귀분석 결과>

모형 계수의 총괄 검정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15.190 5 .010

블록 15.190 5 .010

모형 15.190 5 .010

분류표

관측됨

예측

요금변동률(5%)
분류정확 %

점증 비점증

1 단계

요금변동률
(5%)

점증 26 6 81.3

비점증 8 14 63.6

전체 퍼센트 74.1

모형 요약

단계 -2 로그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1 57.807 .245 .331

= Hosmer와 Lemeshow 검정 =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12.778 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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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환율변동률 .034 .022 2.499 .114 1.035

조세부담률 변동률 .055 .044 1.589 .207 1.056

소비자물가 변동률 .072 .047 2.359 .125 1.075

대통령선거 실시유무 1.665 .818 4.142 .042** 5.285

국회의원선거 실시유무 -.851 .861 .977 .323 .427

주)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

3. 가설의 검토

1) 전기요금과 원가적 요인과의 관계

환율은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전기요금 산정시 발전비용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인이기 때

문에 환율의 변동은 중요한 요소라 보인다. 다만 유가 역시 발전연료비

로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변동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발전연료의 구성이 유류중심에서

원자력과 유연탄 중심으로 변하여 해당 연료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전기

요금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림 4-1: 발전원 중 유류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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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조세부담률과 물가변동률은 전기요금의 비점증적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권에서 물가안정대책은 필수적 목표였기 때문에

물가의 급변은 전기요금의 변동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전기요금조정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재원(전력판매수입,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주로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해 조달되었음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전기요금 조정이 시행되는 경우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표 4-8: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연 도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13

전기료 16.5 14.1 14.7 17.6 20.3 13.6 14.2 18.0 19.0 20.8 20.5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다만 경제성장률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전기요금 산정시

국가 전체의 경제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력판매계획을

예측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조정률이 비점증적으로 변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전기요금과 정치적 요인과의 관계

전기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통령선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권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경우 요

금조정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저해되는 불리한 내용은 잠재우

고 선거 이후 현안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객관적으로 명확



- 55 -

한 조정사유가 있음에도 조정시기를 조절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 요인 중 국회의원 선거 시행 또는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

은 의미가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기요금이 주로 행정부 소

관으로 심사가 되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이를 통

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도 크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4. 종합적 논의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기요금의 점증/비점증적 변동을 좌우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의 시행유무이다. 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적,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한차례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는 전력당국은 다양한 정치적 고

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가 소외됨으로

써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시그널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

된다. 즉 고객들은 시시각각 외부환경요인을 반영하는 유가와 달리 경직

적인 전기요금의 변동을 바라보며 잘못된 소비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증

가하게 된다.

<그림 4-2: 에너지원별 소비자가격 및 소비량 추이('06 ～ '14년)>

가격 추이 (’06년 =100) 소비량 추이 (’06년 = 100)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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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시기

별 질적 분석과 예상변수에 대한 계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대부분 전기요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원가영향보다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계량 데이터를 투

입하여 분석한 내용도 정권변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통령 선거가 전

기요금의 점증적/비점증적 변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요금으로 인식되어 완전경쟁이 보

장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과정이 정부와 전력회사 간의 양자 협의로만 운영되기보다는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과정이 넓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미국의 공공

요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규제기관의 직원들, 민간 소비자보호

단체, 노조연합, 환경단체, 저소득층 단체, 공익사업회사의 주주단체, 심

지어 관심 있는 여러 개인들까지 포함시켜 요금조정의 결정과정에 참여

하는 상황이다(조택, 2006).

우리나라도 최근 전기요금의 원가내역이 공개되고, 이익단체들의 의사

표현과 대응의 상호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미

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다양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 행정조직으로부터 완전독립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독립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

(김영헌, 2012). 따라서 앞서 본 미국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 의사결정기

관을 보장하여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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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방향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독립규제기관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전기요금 규제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정부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여 현재 규정된 형식적인 요금조정절차의 폐해를 제거하고, 전기요

금 산정시 폐쇄적인 협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둘째로 전기요금의 결정은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데,

독립규제기관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여 심층적이고 면밀한 분석

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처럼 경제적 목적 이외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

지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전기요금의 세금수단화를 방지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최근 2008년 이후 유가 및 환율 급등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난 것도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정책의 달성

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표 5-1: 원가보상 및 요금변동 추이>

(단위 : 원/kWh)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판매단가 74.6 74.4 76.5 77.7 79.2 84.2 86.8 90.3 100.7 107.6

총괄원가 - 75.9 80.5 83.0 102.0 92.1 96.3 103.3 113.9 113.1

원가보상률(%) - 98.0 95.0 93.7 77.7 91.5 90.2 87.4 88.4 95.1

인상률(%) -1.5 2.8 - 2.1 4.5 3.9 3.5 9.6 4.9 9.6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및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력공기업,

대용량 고객, 일반 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정책수립에 매

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현재의 결정과정에서는 요금조정이 언제

결정날 지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도 알 수가 없고, 요금조정률에 대한 기

초정보를 입수하여 예산을 수립하려 하는 기업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산업 생태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안정적인 요금정책은 전력공기업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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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

기요금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발전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원가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예컨대 연료

비 연동제의 재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2). 가스요금의 경우 이미 원료비연

동제가 운영되어 외부의 요금 변동이 국내 소비자가격에 연동되어 고객

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와 가스요금의 제도상의

차이는 국제적으로 유가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요금조정요인을 반영하였

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표 5-2 참조). 가스는 격월로 반영되는 원료비

연동제의 효과가 그대로 구현되고 있으나 전기는 매년 1회 조정되어 고

객의 행동변화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비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06~’14)

전 기 - 2.1% 4.5% 3.9% 3.5% 9.6% 4.9% 9.6% - 44.6%
도 시
가 스 16.3% 10.6% 6.8% 7.7% △0.4% 15.8% 4.9% 4.9% 5.8% 98.7%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15

전 기 - 2.1%(1월) 4.5%(11월) 3.9%(6월) 3.5%(8월)
4.9%(8월)
4.5%(12월)

4.9%(8월)
4.0%(1월)
5.4%(11월)

-

도시
가스*

6.7%(1월)
7.6%(7월)
8.6%(9월)
△6.7%(11월)

△3.6%(1월)
△2.6%(3월)
4.2%(5월)
3.0%(7월)
7.0%(9월)
2.6%(11월)

6.8%(11월) 7.7%(6월)
4.7%(9월)
△4.9%(11월)

4.9%(1월)
4.8%(5월)
5.3%(10월)

4.9%(6월)
4.4%(2월)
0.5%(8월)

5.8%(‘14.1)
△5.9%(‘15.1)
△10.1%(‘15.3)
△10.3%(‘15.5)

상수도 - - - - - - - 4.9%(1월) -

고속
도로

4.9%(2월) - - - - 2.9%(11월) - - -

철 도 9.3%(11월) 4.2%(7월) - - - 2.9%(12월) - -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2)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2011년 7월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유보되었으나 2014년 6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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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이 과도하게 반

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규제기관의 정책반영

의지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왜곡되어 운영됨을 실제 사례와

계량 분석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라 하겠

다. 따라서 향후의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와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 에너지 본연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정책이 수립되어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다만 본 연구의 시대적 분석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좀더 정밀한 도

구를 활용한 계량 분석이 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 또한 시장변

수 이외에 산업적 구조 변동을 대표하는 변수를 조절변수로 분석하지 못

한 점에 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기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 결정과정과의 비교분석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이는 기타 공공요금의 가격변동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차별성의 이유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후속 연구로 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공공요금 가격변동 (’84 → ’14년)>

(단위 : 원)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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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Electricity Rates Decision

Kang, Seongb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re is too large gap

in the decision process of electricity rates between the theory and

the reality. Accordingly, it aims to seek rational improvement of

regulated electricity tariff system by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decision process of electricity rates for the monopoly

company. I will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estrictions

on the electricity rates and analyze what factors affect the decision

process of electricity rates in realit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feasibility and the

theoretical approach of the electricity tariff regulation and

policy-making.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to show how the

decision form of electrical rates changes seasonally and the analysis

with quantitative techniques. This study will show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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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electricity rate adjustment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specific data and will suggest the reasonable rate adjustment process

by finding that the problem of differences between principles and

reality is influenced by the times and regulatory behavior.

I summari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urrent electricity-making

process as follows. First, there are too much consideration on political

objectives and policy when electricity rates is decided since the 1960s.

Second, the influence of non-incremental changes is so high on

political variables for the decision period of electricity r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lectricity rates-making

process with these results. The abuse of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should be minimized by making a independent separate regulatory

agencies to reflect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because the

current electrical commission is influenced easily by the government.

This guarantees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electricity

tariff regulatory process, and can sustain the viability of the long

term energy policies by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nly for the

energy problems. As a result, stakeholders such as public company,

high-volume electricity customers, and general corporations will be

very useful in their roles in establishing stabl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gulatory agencies strengthen the role

independently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fair tariff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energy perspective, so this can improve the

predictability for many stakeholders.

Key-words : rates regulation, electricity rates, policy-decision, public

enterprises, energy, incremental changes

Student Number : 2015-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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