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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가치, 전기신문 50년
應天順人(응천순인)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사람의 진리에 따른다.

Past
전기업계 발전을 위해 질곡의 세월을 온 몸으로
헤치며 지켜온 정론지의 길

Present
이제 지천명(知天命)의 세월을 거친 성찰과 소통으로
전기업계 빛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믿고 지켜준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에너지 미래를 여는
최고 전문 일간지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CEO Message

1964년 5월 18일
‘전기문화의 창달’, ‘공정성의 견지’,
‘정확한 보도’를 사시(社是)로 창간한
전기신문이 장엄한 반세기 역사
앞에 섰습니다.

도도한 강물이 대지를 적시며 간단(間斷)없이 흘러가듯 전력산업과 함께 울고 웃은 전기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자축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격동의 시절이던 창간 당시 우리나라 전화(電化)율은 고작 25.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 시절부터 전기신문은 전기인의 동반자로서 전기문화를 창달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선구자로서 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1971년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기공식, 1980년 강화군 아차도 4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전기공사분리발주 제도의 유지, 1977년 345kV초고압송전선로건설-1992년 765kV송전선로건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실시한 220V 승압시책, 2009년 UAE상업용 원전 수주, 2011년 9.15 순환정전 사고, 최근의 원전
비리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신문의 여정은 곧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주 1회 발간에서 주 2회로 증회하고
2005년 인터넷 전기신문 출범, 2013년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록 등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기계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업계 일등 언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문화 창달을 위해 1997년부터 전기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매년 4월 ‘전기의 날’을 기념해 전기사랑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전기신문 사무실에는 ‘輝增直筆(휘증직필)’이라고 쓰인 표구가 걸려있습니다.
‘무엇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 더욱 빛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켜켜이 쌓인 쉰 개의 나이테, 전기신문은 반세기 역사 앞에서 다시한번 창간 정신을 되새깁니다.
그것은 바로 강물이 대지를 적시며 끊임없이 흘러가듯 오직 진실의 빛줄기를 찾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언론에게 사명감과 비판정신이란 단어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음을 깊이 되새기며 독자와 소통하는
정론직필의 길, 시대를 읽는 창(窓)이자 세상에 희망을 밝히는 등불의 길을 재차 다짐합니다. 오직 독자를
생각하며 새로운 50년, 희망의 100년을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신문 50년사를 발간하면서 오늘의 전기신문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전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필과 편찬 등에 열정을 쏟아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류 재 선

Congratulations

전기산업계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전기신문 창간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1964년 전기신문이 창간할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산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인정받으며 틀을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신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기산업의 성장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인들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전기산업은 통신, 인터넷 등 첨단 IT 산업과 융합되면서 점차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건물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전기차를 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 전기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서로를 공유하는 지금, 전기신문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전기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기신문 창간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전기신문이 전기업계의 선도적인 매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믿습니다.

Congratulations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산역사인
전기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의원 김 동 철

50년은 반세기로서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역시 여러번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전력산업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모두 다 국내 전력산업 종사자
여러분 및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전기신문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지난 50년간 국내 전력산업발전을 지원해온 전기신문 임직원 및 독자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동안의 노고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자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전력공급 부족현상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산업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해방 당시 발전설비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약
172만kW였는데, 수력발전이 91.5%, 화력발전은 8.5% 정도였습니다. 이 중 19만8000kW만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전체 발전설비의 11.5%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발전설비 용량은 36만7000kW로 늘었지만 그나마 공급 가능한 최대 출력은
28만8000kW로, 당시 최대 수요였던 약 50만kW 대비 15만kW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발전설비 확충은
국가적으로 중요시된 정책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소의 증설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전력공급 부족현상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2013년 기준 국내 설비용량은 8696만8937kW며, 총 발전량은 5억1714만7873MWh에
달합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전력산업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전기신문은 지난 50년 동안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을 함께 해 온 업계의 대표 언론입니다. 반세기 동안
전력업계의 소식과 정보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전했고,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전력소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자동차 보급, IT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격동하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정론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창간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해 온
전기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이 강 후

1964년부터 50년 동안 전력산업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온 전기신문은 범 전력계가 미래건설에 있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전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시장, 경제동향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매체로서 무한한 소명과 책임감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ICT를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약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전력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의 중심축 전환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수요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은 전력소비 합리화 및 전기 요금 현실화 등의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LED, 전기 자동차 등 전력 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전력산업계에서 전기신문이 백만 전기인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력산업과 전기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전기신문의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기신문 50年史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기신문이 우리나라 전기산업계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반세기 정통성을 자랑하는 종합 전문지로서
자리매김 하기까지 지난 50년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전력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Smart Energy Creator, KEPCO’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17년 전력사를 이끌어 온 자부심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사명을 다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국가의 副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소외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살피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지능형 계량기(AMI), 전기차 인프라 등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신문 50年史』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전력산업계가 나아갈 내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그 척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역사와 전통의 참 가치가
빛난다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명언을 떠올리며, 바라기는 『전기신문 50年史』가 오늘과 내일을 잇는 의미
있는 기록집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전기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전력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미래로, 세계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1964년 창간 이래 대한민국의 전력산업
정론지를 표방하며 반백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전기신문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장 철 호

전기신문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전력산업과 함께 호흡하며 역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론직필의 마음으로 전력산업 대표 언론매체로서의 뚜렷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가 있기까지 전기공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고단한 반세기를 발맞춰 걸어 온 전기신문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춧돌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품은 채 전력산업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 해
왔으며, 2013년 20조원의 공사실적 달성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증가와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간의 융복합 가속화, 통일 한반도 시대 전력산업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창조경제
확산에 따른 업 역간 이해관계 상충 등 전기공사업계의 주변환경은 많은 변화와 과감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신문은 전기공사업계를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업계를 앞서가는 리딩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Web 3.0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약진과 IT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신문의 역할 또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신문은 오프라인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만을 수행하였습니다만 독자들은 이제 그런
언론보다는 독자가 함께 만드는 뉴미디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전문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전기신문이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며 창조해가는 전기산업계 최고의 뉴미디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계를 대변하는 전문 언론매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전기신문의 힘찬 도약과 함께
다시 한 번 ‘전기신문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전기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전기산업 역사의 발자취와
발전과정을 담은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오 두 석

1964년 창간이래로 대한민국 전기산업 전반에 관한 냉철한 보도와 논평으로 우리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기신문은 1만4천여 전기공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 지방자체단체, 교육기관
및 각종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경쟁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기관련 보도자료를 접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귀지의
창간으로 각종 전기관련 자료와 그와 연계된 다방면의 사업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기신문사가 그 역할을 50년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귀지의 노력과 열정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이사장이자 한
사람의 전기공사업자로서 금번 축사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금융기관에 속하는 만큼 최근처럼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할 금융관련 소식과 자료들도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하는 전기신문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전기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이 전기산업 소식과 더불어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다가올 각 종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귀지의 심층적인 정보지식, 미래로의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5년도 경영목표를 “핵심역량 강화와 신뢰경영”으로 정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 경영, 수익증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조합의 행보에 귀지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가 크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지의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후에도 귀지의 공정한 보도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기대하면서 다가올 50년에는 우리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전기신문

1964-1984

50년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985-1996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1997-2004

정론직필의 길

2005-2007

글로벌미디어로

2008-2013

2014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1964~198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전기역사의 산증인 전기신문

일본전기신문 편집인 본사 방문, 기념 촬영

전기신문 창간 9주년 기념식
(1973.5)

일본전기신문 시무라 기자가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취재차 내한해
본사를 예방, 조남철 편집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978.9.14)

창간당시 신문
(1964.5.18 ~ 1966.9.5)

1964
198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 대한전기신보 제호 (1966.10.19 ~ 1987.10.15)
2 전기공사협회의 제1회 직원공개 채용시험 (1978.11.3)

1

2

3 전기산업관계자 조찬간담회 (1975)
4 전기공사협회 전국 사무국장회의에서 신문 구독 확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970년대)

3

4

1964
1984

창간부터 조직의 안정화까지

1 전기신문 창간 16주년 기념식 (롯데호텔, 1980)
2 전기신문 편집회의 모습 (1980.8)

1

2

3 전기신문 1일 기자 자격으로 당시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 이봉서 실장을 취재 중인 탤런트 이옥희 씨 (1981.5.8)
4 전기공사협회가 강서구 등촌동에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전기신문도 새로운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은 신사옥 입주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심상우 당시 사장 (1981.12.3)

3

4

1985~1996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거듭 성장한 전기신문

대한전기신문사가 독립법인을 설림함과 동시에
서대문구 창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했다 (1986.10.28)

한국전기신문사 현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1986.10.28)

독립법인과 신사옥 마련을 축하하는 당시 신문사 직원들 (1986.10.28)

1985
1996

한국전기신문의 탄생까지

1 임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개최된 추계 체육대회 (1986)
2 독립법인 설립 후 처음 개최된 제1회 정기주주총회 (1987.5.20)

1

2

3 전기신문 1천호 및 1001호 발행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1987.11.2)
4 제호가 한국전기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된 1987년 11월 16일자, 지령 1001호 신문

3

4

1997~2004
정론직필의 길
보다 성숙한 전기신문

전기신문사가 창간 33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한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1997.5.16)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 창간 33주년 기념식에 내외 귀빈이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1997.5.16)

제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1999.5.14)

제3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내외빈 (2000.11.23)

1997
2004

정론직필의 길

대한전기신문에서 ‘전기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용지도 살구빛 고급 용지로 바꾼 후
본격적인 재도약을 시작했다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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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
부스∙부
대행사안
내
4면 �
포상자
인터뷰
(대통령,국
무총리
한국전기
표창)
산업 진흥
회장상
5면 �
명단
포상자
인터뷰
(산자부장
6면 �
관 표창
포상자
)
인터뷰
(중기청장
7면 �
표창)
금성제어
기, 남성
기업사
8면 �
대륙,
대양일렉
콤
9면 �
동남물산
, 동아
전기
10면
� 동진
모타메이
트, 동해
11면
� 디이
시스,
루텍
12면
� 반도
엠피에스
, 보국
15면
전기
� 비츠
로테크,
산일전기
16면
� 삼능
, 삼동
17면
� 삼화
EOCR
, 서호
전기
18면
� 신동
아전기,
아남르그
21면
랑
� LG산
전, 여기
로테크
22면
� 영화
산업전기
, 오성
23면
기전
� 우진
기전,
우진전공
24면
� 이앤
아이,
이화전기
25면
공업
� 일진
전기,
전오전기
26면
� 제룡
산업,
제일 P&P
27면
� 젤파
워, 조양
전기
28면
� 중원
전기공업
, 진우
30면
시스템
� KD
파워,
K2파워
31면
� 세광
전기,
해닉권코
오퍼레이
션

어제와 오늘
2면 � LNG 산업의
맞은 한국가스공사
3면 � 창사 20돌
업
5면 � 도시가스산
6면 �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다

7면 � LNG 국제교류
가스공사
8면 � 한갑수 전

사장(특별인터뷰)

꿈꾼다
9면 � 산유국을
선도하는
10면 � 가스기술을
업 정책
11면 � 천연가스산

기업

삼성중공업
12면 � 현장탐방/
찾아서
13면 � LNG 운영船社를
14∙15∙17면
가다Ⅰ,
LNG생산기지 현장을

Ⅱ, Ⅲ

18∙19∙21면
Ⅱ, Ⅲ
기술만이 살 길이다Ⅰ,
움직이는 사람들
22면 � 가스산업을
움직이는 기업
23면 � 가스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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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전기신문과 상호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일본 전기신문사를 방문한 주창현 전기신문 사장과 관계자들 (2003.8.1)
2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전개한 ‘빛 한 줄기 나눔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 (2003.10.31)

1

2

1997
2004

정론직필의 길

창간 40주년을 맞아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2004.5.18)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저소득단전가구를 위한
‘빛 한 줄기 나눔행사’도 같이 열려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다

1 한준호 한전 사장과 전기공사협회 김창준 회장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주창현 사장 (2004.4.7)
2 전기신문은 창간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기사랑 워크숍 (2004.4.7)과 제1회 전기사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4.5.7)

1

2

1997
2004

정론직필의 길

전기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 (2004.4.10)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100만 전기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가 전기의날인 4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출전선수 5,000여 명과 직장동료, 가족 등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05~2007
글로벌미디어로
뉴패러다임의 전기신문

제2회 전기사랑워크숍 개최 (2005.3.3)

중국 전기업계 최대언론인 중국전력보와 협약 체결 (2005.8.15)

중국전력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사옥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전기신문관계자들 (2005.3.3)

2005
2007

글로벌미디어로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과
사업협력 MOU 체결
(2005.9.28)

임직원 한마음수련회 (2005.10.14~15)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취업박람회 협약식
(2006.5.18)

중국전력보 백검성 사장
본사 방문
(2006.5.26)

2005
2007

글로벌미디어로

1

2

1 몽골 국가대표농구선수단 전기신문 방문 (2006.6.24)
2 2006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2006.10.11)

3 전기신문은 베트남 전기매거진과 협력을 맺으면서 국외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갔다 (2007.1.6)
4 전기업계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전력업계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2007.4.13)

3

4

2005
2007

글로벌미디어로

제10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및 창간 43주년 기념식 (2007.5.23)

베트남전기리뷰와 업무협약(MOU) 후
訪韓한 황태안 부사장과
환담 중인 주창현 전 전기신문 사장
(2007.5.22)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회 개최
(2007.12.11)

전기신문은 사회참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한 전기신문 임직원들 (2007.9.13)

전기신문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기전공 학생은 물론 전기인들의
취업 활동에 적극 나섰다
(2007.10.1)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전기공사업 상호진출방안 포럼 개최
(2007.10.12)

2008~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전기계가 함께하는 전기신문

1만 여명이 참가한 2009년 전기사랑마라톤대회 (2009.4.11)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제5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2008.4.19)

제1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및 창간 44주년 기념식 (2008.5.21)

2008 전력기술컨퍼런스 개막식 (2008.5.26)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제1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2008.9.29)

독도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기념
(2010.6.15)

많은 전기인의 성원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독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2009)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1

2

1 2008전기산업취업박람회가 코엑스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2008.11.10)
2 전기신문이 후원한 2008발전컨퍼런스에 참석한 귀빈들 (2008.11.20)

3 제6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참가자들이 점차 늘면서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2009.4.11)
4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한 전기신문 창간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귀빈들 (2009.5.20)

3

4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1

2

1 2009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2009.10.27)
2 LED산업 상생협력간담회 개최 (2010.3.18)

3 2010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 전기 관련 사진공모전이 처음 열려 많은 응모자들이 참가해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새겼다 (2010.4.27)
4 신성장 산업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 (2010.9.6)

3

4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제8회 전기사랑마라톤 대회 (2011.4.9)

1 몽골 E&EN 저널, 몽골한국 에너지협회와 MOU 체결 (2011.7.14)
2 대구 EXCO와 국제 L&D Korea 공동주관 협약 체결 (2011.7.29)

1

2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국회 신성장포럼에서 주최하고 전기신문이 주관한 원전산업 대토론회 (2011.8.23)

제2차 원전산업 대토론회
(2011.10.18)

1 전기신문이 주관한 제3회 국제 LED&Display 전시회 (2012.8.29)
2 한국전기설계협의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식 체결 (2012.11.05)

1

2

2008
2013

사업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서
‘9ㆍ15 순환단전 포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담 (2012.9.20)

전기신문사가 주관해 열린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2012.12.5)

2013년 공공기관 LED조명 사용계획 설명회
(2013.3.7)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 전기산업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2013.11.18)

2014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미래를 열어갈 전기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제1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2014.8.20)

제14대 류재선 사장 취임 (2014.3.2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 예방 (2014.3.3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 예방 (2014.3.3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2014.4.4)

조환익 한전사장 예방 (2014.4.7)

2014

1

2

전기계 미래를 밝힌다

1 최경환 의원(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예방,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4.9)
2 2014년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는 다양한 이벤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4.4.12)

3 전기신문 한마음 등반대회 (2014.6.13)
4 샬롬의 집 사랑의공동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15.3.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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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모습들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는 전기신문의 주요 사안들은 물론
업무 집행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이다.

▼ 산업경제팀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기산업계 취재 관련 계획 수립과 취재를 맡고 있다. 주요 취재원은
정부(해당부처), 국회(관련 위원회), 전기기기(중전기·전선·조명 등), 부품소재, 연구기
관, IT, 벤처, 유통, 학회, ESCO 업계, 전동공구, 일반 대기업 등이다.

▲ 전력에너지팀
전력에너지팀은 전력에너지 분야의 취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취재에 나선다. 주요 취재
원은 정부(해당 부처), 국회(관련 위원회), 한전, 원자력계, 에너지 관련, 발전, 배전·송변
전, 시공(전기·건설·통신·소방 등), 안전 관리업계 등이다.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모습들

▼ 전략사업팀
전략사업팀은 회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은 물론 각종 행사 기획
및 운영, 대외 사업 수주 및 운영, 출판사업 기획 및 운영, 기타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

▲ 건설시공팀
건설시공팀은 2014년 새로 신설된 팀으로, 해당 정부 부처와 국회
관련 위원회, 시공(전기·건설·통신·소방 등), 철도 분야의 취재,
원고 청탁 및 취재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월간 전기설비를 맡
고 있다.

◀ 편집팀
편집팀은 정기간행물(신문 및 관련 잡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 및 편집을 맡
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독자들이 실시
간으로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하
고 있다.

▲ 광고국
광고(마케팅)국은 광고(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정기간행물(신문 및 관련 잡지), 출판물 등)
수탁 및 수금, 신문, 간행물 보급 및 판매, 지사, 지국, 보급소 관리 등과 홍보, 광고 기획, 인
쇄물 제작 디자인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 경영지원팀
회사 운영계획은 물론 예산의 편성, 조정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사, 복무, 서무 등과
의전, 물품의 구매, 공급, 관리는 물론 세무 및 결산,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모습들

매일매일 치열한 회의를 거친 후 발로 뛰어서 얻은 생생한 기사들이야 말로 기자들의 보람이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편하고 즐겁게 신문을 읽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늦은 밤에도 쉬지 않는 편집기자들의 생각이다.

전기신문의 하루

취재 》 편집 》 인쇄 》 독자

언제나 약속한 시간에 독자들 품에 신문을 전달하기 위해 인쇄소의 윤전기는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취재와 편집, 인쇄. 이 모든 작업들의 총아(寵兒)는 바로, 신문을 읽어주는 독자들이다.

사진으로 보는 전기신문 50년

허위보도 대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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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Chapter 1 전기업계를 대변하는 유일 언론 창간 (1964-1984)
01. 대한전기신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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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공사협회 발족
난관을 헤치고 ‘대한전기신문’ 창간
시급한 조직 구성
회원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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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원년, 어려움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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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운영에 내실을 기하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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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계를 대변하는
유일 언론 창간
1964 - 1984
전기공사협회 발족과 이어 세상에 태어난
전기신문의 태동기. 전기전문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조직 안정화, 회원의 권익신장 등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던 때이다.

01
대한전기신문 탄생

대한전기공사협회
발족

현재 전기계 최고 정론지로 자리 매김한 전기신문이 처음 독자들과 소통
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 많은 일들 중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신
문의 원천(源泉)인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작점이다.
1959년 12월28일 가칭 ‘대한전기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신)가 태동될 당시는 6.25 한국전쟁

후 전력 제한조치와 함께 신규수용 중지 등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이 심각한 국면이었고,
건설업법의 굴레 속에서 전기공사업계는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업계에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 협회는 창립을 서둘렀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형석 임시의장과 권이
헌 발기인 대표가 경과보고를 한 후 발기인회에서 기초한 전문 8장 48조 부칙으로 된 정관을 원안
대로 승인했다.
창립총회 후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전기사업령이 정한 용어에 의거, ‘대한전기건설협회’라는 명칭
중 ‘건설’을 ‘공사’로 바꿔 ‘대한전기공사협회’로 변경했다.
1960년 4월 4일자로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5월 5일자로 법인설립(서울 중구 남대문
로 5가 6) 등기까지 마쳤다. 이로써 대한전기공사협회는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체로서 면모를 갖추면

서 업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갔다.
협회는 조직을 갖춘 후 전기공사업을 건설업에 예속시킨 건설업법의 개정 또는 폐지, 전기공사업
의 법적지위 확보 등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배선공사를 건설업법 규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기공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963년 2월 26일 마침내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는 결실을 이루었다.
이는 협회가 주체적으로 참여, 당시 건설업법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이 법안의 철폐요구를 수없이 제기한 노력의 결과였다.
전기공사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협회는 사단법인체를 특수법에 의한 특정단체로 재조직하는

Chapter 1 전기업계를 대변하는 유일 언론 창간 196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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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협회
등촌동 사옥 초창기 사진
●● 전기공사협회가
1981년 6월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전기신문도 신사옥에서 일하게 됐다.
사진은 신사옥 입주식 1981. 12. 3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63년 12월 21일 서울 종로예식장에서 개최한 대한전기공사협회 재창립
총회에는 상공부 전기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172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열렸으며 이가영
초대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우리나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함은 물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당당히 그 위상을 확립했다.
재창립 절차를 마친 협회는 전국 지방조직의 재편성과 조직 확대 작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1963년 12월 27일 경북지부 창립을 시작으로 1964년에 전남지부, 전북지부, 강원지부를 잇따라 결

성하고, 1964년 2월 28일에는 서울지구 출장소를 설치했다. 충남지부와 부산지부, 경기지부는 재
편성 작업을 완료했다.
1965년 1월 26일에는 충북지부가 결성됐으며, 서울지구 출장소는 2월 23일 서울지부로 다시 발족

했다. 6월 17일에는 전남지부로부터 제주분회가 분리되면서 제주지부로 승격 개편됐다.

난관을 헤치고
‘대한전기신문’ 창간

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 돼왔던 신문 발행 의견을 받아
들여 정관에 기관지 발행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기공사업법 제정과 함께 협회가 업계의 기틀을 다져나갈 무렵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
히 타 분야에 비해 낮았고, 당시만 해도 관공서 문턱이 높아 협회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하
던 때였다. 그러나 지방 지부 결성 등 전국화가 시작되면서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옹호하며
선진 과학기술의 매개 전달 역할, 회원업체 기술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기관지 발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신문발행에 대한 논의가 공식석상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64년 1월 13일에 열린 제3회 협회 이
사회였다.
이사들은 발간부수의 수금율을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발행 시기나 방법 등은 차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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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당시 신문들
1964. 5. 18. ~ 1966. 9. 5

사회에서 재론하더라도 판권만큼은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문발행 추진 작업은 신속히 진행되어 그해 4월 가칭 ‘대한전기신문’이라는 제호로 공보
부에 등록교부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4월 11일 서류가 반려되는 뜻밖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유는 ‘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려면 인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시의 정기간행물법
때문이었다.
협회의 재정 형편상 도저히 인쇄시설을 갖출 입장은 못 됐지만 영리추구 보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문제 등을 보다 폭넓게 알림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어떠
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문은 발행해야겠다는협회는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인쇄시설을 보유한 모 회사와 협회가 시설을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되 협회 인쇄
물을 그 회사에 의뢰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계약 이야기가 오갔다. 보증금조로 10만원을 일시
불로 지불하고, 이를 앞으로 협회에서 의뢰하는 인쇄물 대금과 상쇄처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다.
이 서류로 3월 31일 판권을 신청, 드디어 4월 17일 ‘대한전기신문’ 정기간행물 등록증(등록번호
다-51호)을 교부받아, 협회는 5월 1일 대한전기신문사를 발족하고, 5월 18일 대판(4면) 형태의 ‘대한

전기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사시(社是)로 하여 주간신문 형태로 발행된 대한전기신문은 이가영
이사장을 발행인으로, 이경복 전무이사를 편집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편집과 업무기구를 갖춰 매
주 3,000부씩 발행, 전 회원과 유관기관 및 범전기계를 대상으로 보급했다.
발행 취지에 맞춰 대내적으로는 협회 내 산하기관의 하나로 신문부를 두었고, 신문발행에 관한 모
든 지원은 협회에서 했기에 초창기 신문은 협회 기관지형식으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다.
신문 지사는 협회 지부에 설치해 취재는 물론 광고수주와 보급업무 등도 수행하도록 하고 지부장
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본사와 지사 간 경비체계는 총 수입액의 6할은 지사에서, 나머지 4할을 본
사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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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조직 구성

신문사는 신문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분장업무를
확실히 해 그 역할과 임무를 체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조직으로 발행인과 주간을
두는 것과 달리 그 하부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좀처럼 합일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유력한 3개 안이 이사회에 상정됐다.
제1안은 협회 이사장이 발행인을, 전무이사가 주간을 맡고 하부조직으로 편집국을 두는 것이다.
편집국 내에는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를 두되 편집부는 편집·교정·정리·조사·사진 등을, 취재
부는 업계나 각 협회를 비롯해 한전, 상공부, 철도청, 체신부, 교통부, 건설부, 조달청, 원자력원 등
의 취재를 담당하고, 업무부는 광고 신문의 보급·서무·사업·신문 발송과 배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안은 발행인과 주간을 두고 내부 조직으로 편집국과 업무국을 두는 안으로, 편집국에는 편집부
와 취재부를 두고 편집부는 내근을, 취재부는 외근을 맡는다. 업무국에는 서무부와 업무부를 두고
서무부는 내근을, 업무부는 외근을 담당한다.
제3안은 상부조직으로 발행인과 주간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편집국장을 겸한 업무국장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를 두는 안이다.
이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제1안이었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편집·취재진 구성에 서둘렀다. 직
원채용은 신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부는 협회 기존 직원을 전보발령하기도 했다. 창간호 작
업에는 편집부장 포함 겨우 9명만이 참여했다.
창간 멤버로는 천백원(千百元) 편집부장(편집국장)과 이성재(李晟宰) 업무부장, 고원영(高圓榮), 이경자
(李敬子), 정우근(鄭宇根), 이창재(李昌宰), 유병용(柳炳用) 등의 업무부원이 있었고, 편집기자와 취재

기자로는 박갑천(朴甲千)과 이성준(李誠俊)이 있었다. 창간호가 나온 이후 직원보강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취재부장에 이호종(李浩鍾), 취재기자 이종학(李鍾學)을 신규채용하고, 업무부원으로 유동
수(兪東洙), 김남종(金南鍾), 이종대(李宗大)를 채용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호종 취재부장이 퇴직함
에 따라 이창혁(李昌赫) 취재부장과 이두찬(李斗讚) 취재기자를 함께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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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당시 한국 경제 현황
지표

연도
1964

1인당
GNI

세계
수출순위

103달러

83위

수출액
1억 1천9백만
달러

1억달러
수출소요시간

수출
상품 수

수출
상대국

무역
업체 수

주요
수출상품

10개월

142개

41개국

708개 업체
(1965년)

1차산품
중심
※ 자료：한국무역협회

회원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추구

신문사의 사시는 ‘회원의 권익신장(權益伸張)과 복리증진(福利增進)’으로 정
해졌다. 이는 협회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신문발행 기본취지의 근간이었지만 후일 신문본연의 사
명과 역할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신문사가 협회 산하 일개
부서로 존재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편집권은 물론 취재영역조차 넓혀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회원의 대변지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지면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주간지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기자들 또한 기자로서 신분과 대우를 제대
로 인정받지 못해 취재차 관련기관을 출입해도 기를 펴지 못했다. 이 같은 환경은 지면구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무진의 근무의욕과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신문은 ‘대한전기신문’이라는 제호로 주 1회 4면, 대판으로 발행되었
으며, 업계 현안문제와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기사를 주로 다뤘다.
이밖에 전기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전기 자재 시세를 고정란으로 다루어 공사수급 및 설계의 지침으
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지면을 통해 공사입찰 및 낙찰공고를 애초에는 싣기로 결정하였
으나, 이것이 회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회원 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게재하지 않기로 다시금 결정했다.

창간 원년,
어려움은 있지만

대한전기신문은 1964년 5월18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2월말까지 총
33호를 발행했다. 약 7개월간의 수입은 구독료(30만2,090원), 광고료(95만8,700원), 찬조금(5만2,307
원·금성사 2만원, 한전 1만8,307원, 승전사 1만4,000원) 등 총 131만3,097원이었으나 지출은 제작비(51
만248원), 비품비(6만830원), 인건비(44만8,175원), 기타 70만780원으로 총 172만33원이 발생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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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6,936원에 이르는 상당한 적자를 보였다. 또한 구독료 미수금(19만8,900원)과 광고료 미수금(26
만8,100원)의 누적으로 총 미수금은 4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제반 시설비 부담에다 창간일자인 5월 18일부터 7월말까지는 홍보를 위해 무려 3개월 가까운 기간
을 무가지로 배포했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7월말까지 이미 32만273원의 적자가 누
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적자가 크지 않아 협회는 1965년 1월부터 독립채산
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개월분의 인건비와 2개월분 제작비 지불은 협회가 보장키로 했다.
이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던 초창기 신문사는 협회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구독료, 그리고 광고비가
재원의 전부였다.
광고와 보급업무는 업무부 담당이었는데, 전문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던 시기에 광고수
주란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월급도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5,000
원1 이었기에 업무 환경 역시 열악하기만 했다.
당시 주 거래처로는, 한전을 비롯한 국제전기(신한전기 전신), 이천전기, 대한전선, 금성사(LG전자 전신),
국제전선, 한영공업주식회사(효성중공업 전신), 삼화콘덴서, 한성전기주식회사, 신명전기제작소, 한국전
선공업주식회사 등이었는데, 이들 업체는 자사제품 광고는 물론 사원모집 광고를 의뢰해 오기도 했다.
이렇듯 초창기 광고지면을 채워준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제조업체들로서, 정작 전기공사협회 회원
사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었고, 게
다가 하청업체 신세였던 탓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회원사들은 전
봇대나 전선 가설은 물론이고 집안에 전기를 넣어주거나 전구 끼우는 일까지 했었다.
그러나 협회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411개 업체에 이르고 회원업체 기술자 수가 1,468명을 기록하
는 등 조직이 커져감에 따라 신문사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들 업체의 광고게재 건수
가 늘었기 때문이다.

1

84

당시 전차요금은 2원 또는 2원5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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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창간 당시 신문사 마크

창간호
지면 구성
내용
대한전기신문이라는 제호와 함께 세상에 나온 창간호는 아쉽게도 후일 자진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
서 초기신문 상당수가 유실됐다. 하지만 이사회의록에 근거한 기록에 따르면, 창간호 제1면에는 ①정부 전기시책 관계기
사 ②사설 ③사진기획물 ④전기 시사만화 ⑤단평란(短評欄) ⑥금주 발전량·기타 수요량 ⑦인사동정 광고(5단)를 실었
으며 3면에는 ①전기업계 관계기사, ②중요업계 순례기 ③가십란 ④정전뉴스, ⑤연재만화 ⑥업계동정 ⑦안내란(개안적
인 매매란) ⑧기획물 등을 싣고 4면에는 ①한국전력계 인사전(人士傳) ②연구논문 ③전기용어풀이 사전 ④전기인들의
문예기사·기타 교양물 ⑤전기공사 수첩 등을 실었다고 적혀있다.
또 당시 창간멤버로 참여했던 직원에 따르면, 창간호에는 이가영(李嘉永) 발행인의 창간사를 비롯해 전기업계는 물론 각
계각층 인사들의 축사와 창간기념 만화 등이 지면을 장식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창간 축하기념으로 천경자(千鏡子) 화백이 동양화 한 폭을 증정했는데, 질긴 생명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상징
하는 담쟁이덩굴 그림으로, 이 동양화가 지면의 2면과 3면 양면 상단을 장식함으로써 창간호를 한껏 화려하게 수놓았다
고 전해진다.
창간호를 비롯한 초창기 신문은 못 보지만 다행히 1964년 12월 14일자(제22호) 신문 중 일부의 축소, 촬영된 사진이 발
견되어 당시 지면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전면이 아니라 포개진 채 촬영된 것이라 기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순 없
지만 드러난 활자에 근거, 추적해 보면 ‘隨契(수의계약)은 천재지변만 가능’이라는 제하로 한전에 대한 상공부의 강력한
지침을 톱기사로 큼지막하게 다루고 있는데, 1964년 당시의 상황을 대입, 유추해 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이 자회사인 한공(한국전력공업주식회사)에 일괄도급 하청을 주자, 위기의식을 느낀 공사업자들이 전기공사업자권
익옹호위원회를 조직(1964.10.31 발족)하여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 위원회는 11월 11일 대전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한
공의 하청을 전면 거부한다는 요지의 권익 수호를 결의, 한전이 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공사업법 제30조)하며
상공부에 건의하게 된다. 이에 상공부와 재무부가 ‘한공과의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법’ 이라는 유권해석을 12월 11일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 지면으로 보아 1964년 당시 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Chapter 1 전기업계를 대변하는 유일 언론 창간 1964 - 1984

85

02
기관지가 아닌 전문지로

인사파동과
발행인 변경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5년부터 이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면서 한국경제는 과거에 보지 못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맞이했다.
1965년 9월 정부가 단행한 금리현실화 조치로 인해 물가는 10%이하에서 안정되었고, 경제성장률

은 1965~1970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발전상과 달리 1965년 1월 28일에 열린 전기공사협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의 도중 현
집행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난무하고 급기야 불신임파동까지 제기되면서 이날 회의는 속행되지 못
한 채 폐회됐다.
이후 2월 15일·26일 두 차례에 걸쳐 속개된 정기총회에서는 이가영 초대 이사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신임 이사장(권이헌)과 이사·감사가 선출되었으나 상공부로터 불신임
결의 및 신임 이사장 등의 선임은 무효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상공부의 무효통지와는 별도로 이사진은 협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
을 결의하고, 신문사 직원들 역시 총 사표를 제출했다.
4월 16일에 열린 협회 제11회 이사회에서 이가영 이사장은 직원 총 사표에 대한 보고를 하며, 그

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해명했고, 이사회는 진봉섭(陳奉燮) 총무부장과 천백원 편집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린 협회 임시총회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옥윤 씨가 협회 이사장으로
당선이 확정됐고, 이어 이판개(李判凱) 상임이사가 선임됐다. 협회 이사장이 신문사 발행인을, 상임
이사가 편집인을 맞는 정관에 의거, 신문사 2대 발행인은 김옥윤 이사장이, 편집은 이판개 상무이
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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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및 물가상승률 (1965 - 1969)



(단위：%, 1975년 기준)

1965

1966

1967

1968

1969

GNP 성장률

5.8

12.7

6.6

11.3

13.8

도매물가 상승률

10.0

8.8

6.4

8.1

6.8

구분

※ 자료：한국은행(1971), 「경제통계연보」([출처] 한국화폐전사(제3장 제2절 1. 금리현실화 조치와 화폐발행), 재인용)

협회 내
신문부의 한계
1965년 결산 업무보고에서 대한전기신문은 협회 기관지 역할 수행과 전

기업계 대변지로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집행부
불신임 사태 등 일련의 커다란 파동을 겪은 협회는 제13회 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
행 총무부, 업무부, 기술부 등 3개 부서를 총무부, 기획부, 기술부로 개편하고 신문부와 공제회는
별도기구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신문사는 ‘신문부’라는 협회 한 부서로서 한동안 존재했다. 신문사 독립채산제의 모순점이 드
러남에 따라 협회기구와 완전 분리시켜 협회 이사장이 아닌 특정인을 발행인으로 앉히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의견과 함께 대립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한편 협회 10개 지부 중 신문사 지사가 설치된 곳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
남·강원 등 8개 지사였으며 제주에는 지국이 설치됐다.
협회 임원개편과 함께 신문사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다. 전임 천백원 편집부장 후임으로 5월 30일
자로 이상붕 신문부장이 신임 발령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이판개 편집인 겸 주
간이 잠정기간 이를 겸임하게 됐다. 또한 이성재 업무부장이 사임함에 따라 김서경 신임 업무부장
이 들어왔고, 이어 안범수 기자가 입사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잦은 퇴직과 인사이동은 신문제작과 지면충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문보
급을 힘겹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창간 후 일 년이 경과하였으나 제작과 운영 면에서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신
문사에서는 운영규정을 제정, 제14회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안건은 1965년 7월 29일 김옥윤 이사
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 전원이 찬성 의결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문부운영규정은 총칙과 업무분장, 복무, 그리고 지사 및 지국운영 등 4개 정관 전문 20개 조항으
로 구성됐다.
제1장 총칙에는 각 부서 설치와 조직체계를, 제2장 업무분장 조항에는 편집국(편집부, 취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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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업무국(광고부, 보급부), 총무부(서무과, 경리과) 등 각 부서별 관장업무와 역할을, 그리고 제3장

복무조항에는 광고부원의 역할과 수금 및 입금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끝으로 제4장 지사 및 지국
운영 조항은 지사 지국의 소재지와 역할 분담, 인사 관계 등을 비롯한 지국장 역할과 지국 운영, 광
고료 및 구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조항으로 담았다.

편집 내용 및
취재 확대

대한전기신문은 사실 처음부터 언론의 역할보다 협회 기관지로서의 임무
수행에 더 주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이사회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이 단골로 지적됐다.
그러던 중 신문부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편집방향을 대폭 바꿔버리자는 내부 여론이 한데 모아지
면서 전기업계 뿐 아니라 에너지·통신·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취재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
다. 비판기능을 보다 더 강화시켜 불법 부조리를 고발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갔다.
당시 전기공사업 면허시대가 열리면서 무면허자들의 불법 전기공사 시공과 수주 등 각종 부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고발기사를 다루면서 점차 취재 영역을 넓혀갔다. 또 무면허자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불법행위도 간과하지 않고 면허대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어김없이 고발기사
를 게재, 어떠한 회유와 타협도 허용치 않는 편집의 독립성을 지켜나갔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 사설과 시론 등을 게재해 당국과 전기업계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올바른 시국
관을 심어주는데 앞장섰으며, 만화와 가십을 통한 간접 비판도 시도했다.
외부 유명인사의 투고란을 만들어 독자의 시야를 넓히는 노력과 함께 전기공사업법 입법취지를
주지시키고 전기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나 전기계 각 부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전
기·통신 등 각 분야에서 역점 또는 현안사업들이 시행, 추진될 때마다 이를 특집기획물로 다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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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홍보했다.
이 무렵 기사의 다각화와 보급 확장을 위해 각 지사별로 주재기자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신문
사 자체 내에서 만든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한편 기자로서의 역할과 대외적인 처신에 각별히 유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독자확보 유도를 위해 가능한 한 다채로운 편집, 폭넓은 취재를 시도했으며,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전기계 전반의 발전과 권익옹호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이 분야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전기계 인사의 평론과 연구논문, 독자투고를 수시로 다뤘으며, 전기업계나 전기학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기술 지면강좌 연재를 시작하기도 했다. 국내 전기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해
외 전력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해외각국 전기업계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소개했다.
그리고 전기업계 대정부 진정 및 건의 등을 정확히 보도해 전기사업자의 권익옹호에 나섰으며, 정
부의 전기행정, 시책, 공사발주 계획 등을 시의 적절하게 다루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한전기신문은 공사업계뿐 아니라 전기업계 전반에 걸친 발전과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면
서 범전기전문지로 취재영역을 확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창간호와 비교해 보면 다양
해진 내용 구성과 폭넓은 취재영역 등이 한눈에 드러날 정도로 확연히 구별됐다.
1965년 한 해 동안 신문에 게재되었던 주요기사 내용을 기사게재 횟수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전력

정책이 300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이 일반 약전기사, 협회관계
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입처는 한전 920회, 전기공사업계 720회, 상공부 415회, 체신부 410회, 철도청 320회, 서울
시청 290회, 방송국 260회, 재무부 140회, 국회 130회, 건설부 120회, 국방부 45회 등으로 나타났
는데, 이 가운데 한전이 가장 중요한 취재처로 본사 출입이 390회, 사업소는 530회를 기록했다.
비록 전기공사협회 일개 부서로 출발한 신문사지만 창간 1주년이 경과하면서 순수한 전기전문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언론의 길잡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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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의
폐간 복간 소동
1960년대 국내 주간지는 저속한 에로물을 싣지 않고는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기자의 부족한 자질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출입처 또한 명함에서 주간지의 ‘주(週)’ 자만 봐도 약속이나 한 듯 찬바람을 일
으키곤 했으니 전기신문 역시 창간호부터 매서운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특수지로 발행하다 보니 고난의 연속이었다.
취재처 역시 상공부를 비롯한 4개 부처와 10여개 전기관계 단체, 그리고 범전기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단 2명의 취재기자로는 역부족이었다. 또 기사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취
재 자체에도 응하려 들지 않는 관계기관의 냉랭한 태도가 도사리고 있어 내용의 충실성도 문제가
됐다.
예산부족 역시 큰 걸림돌이었다. 인쇄시설이 없었던 탓에 서류봉투에 원고를 넣어 일간지의 외간
부2를 찾는 등 기자들 고충이 대단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상황 속에서 인쇄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일간신문사 외간부는 외부조판을 하던 중이라도 자사 조판물이 들어오면 외부 일은 멈췄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교정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고마감을 하고도 신문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사흘씩이나 소요되어 제 날짜에
발행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자들은 인쇄기에서 인쇄물이 떨어지자마자 신문을 들고 각자의 출입
처로 뛰었다.
그러나 일반 독자의 경우 우편물로 신문을 받아 봐야했다.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 볼 수
있도록 신문사에서는 밤늦게까지 소위 ‘띠지’를 붙이는 작업 후 우체국 문이 열리자마자 발송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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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폐간 후
신문사 대책회의 모습
1966

독자들이 받아 볼 때는 이미 발행일이 며칠씩이나 경과된 신문이여서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
었다. 회원사 독자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읽어야 무슨 도움
이 되겠느냐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1966년 9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공보부 통고를 받는다. 인쇄시설의 법정기준 미달이
지적되어 더 이상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의는 그 어느 언론사에 뒤지지 않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자진폐간을 결정한 후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이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신문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회
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사회가 단 한사람의 이견도 없이 인쇄시설에 400여만 원의 예산 투입을 결
의하고 복간하는데 찬성했던 것이다.
신문의 존폐여부에 대해서까지 거세게 토의했던 과거 이사회를 생각하면 의아한 일이었지만 정작
폐간이 기정사실화 되자 회원을 대변하는 작은 목소리나마 없어진다고 하니 사명감이 거세게 발동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9월 5일 자진폐간 결정, 15일 폐간계 제출, 16일 제 24회 협회
이사회에서 조속한 복간대책을 세우기까지 약 열흘간 숨 가쁜 상황이 벌어졌다.

복간 후
대한전기신보로
재탄생
1966년 9월 16일 개최된 제24회 협회 이사회에서는 조속한 복간원칙을

세우는 한편 전국 회원사에 복간대책을 통보하고, 복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9
월 15일을 기하여 모든 업무활동은 물론 예산집행도 중지하고 신문사 전 직원의 사표를 수리하며,
복간방안은 이사장에게 일임하되 단시일 내에 복간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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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간 결의문
① 신문사는 9월 15일을 기하여 모든 업무활동을 중지한다.
② 신문사 예산집행은 9월 15일부로 중지하고 일단 결산한다.
③ 신문사 결산업무는 협회 총무과가 인수한다.
④ 미수금은 단시일 내에 최대한 수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⑤ 신문사 전 직원에 대해 사표를 받는다.
⑥ 복간을 위한 방법 및 방안은 이사장에게 일임하되 단시일 내에 복간되도록 전력을 다한다.
⑦ 복간에 필요한 경비는 가예산 편성 시까지 가불조로 35만원(시설비 포함)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한다.
⑧ 복간 후 신문사에 필요한 인원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⑨ 전 회원에게 경위서를 발송한다.
⑩ 9월 30일까지 그 진척사항을 재경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와 더불어 10월 6일 개최된 제25회 협회 이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정 신문제작시설이라도 갖춰
복간신청을 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회원사에 신문발간 경위서를 발송했다. 이날 기술지 발행(안)(월
간)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공보부 방침에 따라 주간지는 ‘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고, 판형 역시 대판으로 발
행할 수 없어 ‘대한전기신문’이란 명칭 대신 다른 제호와 판형도 바꿔야 했다.
이때 ‘대한전기신보’와 ‘대한전업시보’등 두 가지 안이 제기되었는데, 이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대한
전기신보(이하 전기신보)’를 신문제호로 최종 확정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제작시
설을 마련한 신문사는 10월 19일, 공보부 등록(등록번호 다-167호)을 마침과 동시에 타블로이드판 8
면으로 복간을 마쳤다. 폐간계를 제출한지 약 한 달만의 일이었다.
종합전기전문지 성격을 띠고 복간된 첫 호는 특별기획으로 ‘동남아의 전기공업 실정(당시 이사회의
록에 근거하여 추정)’을 게재하여, 전기신문이 복간을 계기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전기업계 동향 보

도에도 눈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규진, 이해문, 정의찬, 최보동, 조병호 등 5명의
신문전문위원을 위촉하고 파월 전기기술자 및 장병에게 신문 보내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폐간 전보
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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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
최초 해외 통신원 송고 기사
1967. 2. 2

최초
통신원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노력

일련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신문사는 편집 제작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인쇄시설을 보완하는 등 운영전반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로 나온 타블로이드판 첫 신
문은 아쉽게도 유실되어 볼 수 없다. 다만 그 시기에 가장 가까운 1967년 1월 5일자 새해기념 특집
으로 발행된 신문(16면)을 살펴보자.
당시 신문 1면은 발행인 김옥윤 사장의 연두사가 양의 해 이미지 사진과 함께 전면을 장식했다.
김옥윤 사장은 연두사에서 항상 선두를 따라가고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양의 속성에 빗대어 조직
이 일사불란하고 탄탄하게 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쓴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는 전기 자재 관련 상공부 소식을 담고, 3면에는 발전설비 100kW 돌파 목표에 관한 한전기사를

실었다.
4면에는 해외소식이, 6면 ‘금주의 아이디어’ 난에는 합성수지 소재 텔레비전 안테나가 풍수해나 산화

방지에 강해 수명이 길다는 내용의 해설기사를 담았다. 7면 역시 전면에 전기업계 근하신년 쪽 광고
를 실었다.
8면과 9면에 걸쳐서는 전기분야 기자방담을 담았는데, 전기업계의 새해전망과 설계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11면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임득(李壬得) 이사장과 전기공사협회 기상도 서울지부장, 한국조명

공업협동조합 강희두(姜熙斗) 상무이사 등의 업계 새해 구상에 대한 특별기고문이 실렸다.
13면은 기획특집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전기공업계 심사분석’을 해설기사로 소개했는데, ‘해외수출

은 목표액을 초과달성’, ‘외자절약 국제경쟁 강화에 도움’, ‘수요증대로 비약적 발전’, ‘중요부분품 국산
화도 크게 진작’ 등의 머리기사를 통해 전기공업계의 괄목할만한 성과와 실적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
개했다. 14면은 제2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원년을 맞아 새해부터 추진되는 사업계획을 총망라했으며,
15면에는 금주의 자재시세를 게재했다. 나머지 5면과 10면, 12면, 16면은 전면광고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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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19일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복간되기까지 약 한 달 간의 공백이 있긴 했으나 일 년을 통

틀어 집계해 본 결과 취재활동만큼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년에 비해 가정 전기상식과 특파원에 의한 월남기사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띄는데, 비록 적은 횟수
였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주요 취재대상은 상공부, 한전, 체신부, 국회, 건설부, 재무부, 철도청, 국방부, 방송국, 서울시청,
전기공사업계, 제조업계, 판매업계 등 13개 정부 각 부처 및 투자기관과 공사·제조업계로 이뤄져
있었는데, 전년에 비해 제조업계와 판매업계 동정이 추가됨으로써 취재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
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6년 한 해 동안 취재처 출입횟수는 6,413회를 기록, 폐간과 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취재열의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보급 활동도 2차에 걸친 보급 배가운동에 전 직원이 참가, 목표부수 500부를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또한 파월국군과 파월 전기기술자에게 신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부수가 증
가함에 따라 신문사 운영에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
이 무렵 신문은 1,986부의 유가지(일반 독자 1,528부, 회원사 458부)와 1,219부의 무가지(협회 홍보용)
를 발행, 배부했다.
1966년 한 해 동안 광고횟수는 회원광고 974건, 제조업계 692건, 기타 154건으로 총 1,820회로 전년
(1,087건) 대비 733건이 늘어나 희망적인 성장추이를 나타냈다. 또한 1967년 2월에는 파월 전기기술자

중에서 특파원을 신규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기신문 사상 최초의 통신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때 채용된 오영준(吳英俊) 통신원은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한국 기술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술자들
의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대부분 기술자들이 월남 롱빙으로 전출되어 있는 상태로 고국에 돌
아갈 날을 고대하면서도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월남 특파원 기사는 1967년 2월 2일자 신문에 게재(3면)되어, 월남에서 맹활약 중인 우리 전기기술
자들의 실상을 고국에 알리는데 한몫을 했으며, 월남 관련기사는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연재돼 독자
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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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협회
제3회 정기총회
1967. 3. 20

신사옥·인쇄시설을
갖추다
44만3,000원이라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일부 인쇄설비만을 마련, 일단 등

록과 복간은 마쳤으나, 공보부가 1967년 9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장의 가차
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새롭게 공포함에 따라 신문사는 부득이 자체시설을 갖춰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최소한의 운영비로 자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에서 제작했을 때 경비보다 초과 지출
되는 부분은 외간물을 맡아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
인쇄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197만4,500원은 협회 기본재산에서 차입, 3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숙원사업이었던 신사옥 마련을 위해 부동산구입분과위원회를 구성, 1967년 4월 26
일 계약을 완료했다. 신사옥은 서울 서대문구 평동에 위치한 294평 대지에 15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지하실까지 딸려 있어 인쇄시설을 갖추기엔 적합한 장소였다. 신사옥 마련은 협회
의 꿈이기도 했지만 인쇄시설을 설치할만한 넓은 장소 역시 필요했기에 이때 구입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신사옥을 확보하게 되자 협회는 건물 보수작업에 착수, 본관 지하에 문선부를 설치하고 문
선부 뒤쪽을 증축하여 정판부를 두었다.
9월 30일 이전한 신문사는 10월 1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쇄시설 설치에 따른

문선, 정판, 기계, 주조 각 1명 등 4명을 채용하는 한편 별관 지하실을 확충, 현대식 인쇄기 등의 설치
를 11월 30일에 완료했다. 신문사 기구 역시 개편하여 기존의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 외에 공무부를
신설했다.

허위보도
대응 승소

전기신보와 전기공사협회는 1967년 여름 느닷없는 현대공업신보(발행인:
주경진朱鏡鎭))의 허위보도 제소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현대공업신보는 1967년 8월 21일자 제4면과 5면의 5단 기사, ‘전기공사협회 잡음 계속’ 제하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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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협회 김옥윤 이사장은 부도수표를 남발하여 업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부동산을 부
정 매입하고 정실인사, 부당 회비 징수, 기본재산 600만원 유용, 필요 이상의 직원, 근무태만과 불
친절로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협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또 이 기사에서 ‘전기신보는 협회 회원을 위한 기관지인데도 종합지인 양 각계에 배포하고 있으며,
구독이나 광고게재를 강요하여 공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500여사에 불과한 전기공사업계 내
에서 신문을 발행하여 도산상태에 놓인 공사업자를 상대로 광고청탁 등 각종 비행을 행함으로써
회원들을 육성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 우리나라 전기공사업계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영리에 급
급한 나머지 정관 본연의 기관지 발행목적에 위배되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어용지로 전락되고 말
았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전기신문을 폄하 모독,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협회는 즉각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에 현대공업신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 소명자료를 제
출하고 동 기사의 전문취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당시 위
원장: 계창업(桂昌業))는 1967년 10월 21일 판결문에서 “① 현대공업신보는 대한전기공사협회 김옥윤

이사장이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협회 당좌거래은행인 제일은행 남대문지점
에 확인 결과 1964년 3월 6일 당좌구좌를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수표부도가 없었다는 증언으로 미루
어 허위보도가 분명하고 ② 부동산을 부정 매입했다는 보도는 외부의 소문에 의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보도로 인정되며 ③ 정실인사 운운한 기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협회 인사는 인사위원회
의 결의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정실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④ 회원의 회비는 정관 규정에
따라 통상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 징수하고 있어 부당 회비 징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며 ⑤ 기본자
산의 인출은 이사회의 인정을 받아 정당한 지출 경위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유용이라 볼 수 없고
⑥ 6~7명의 여직원들의 근무태만과 불친절을 보도했으나 협회 여직원 수는 3명에 불과하고 업무량
이 많아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 또한 사실보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재판결과를 내놓았다.
윤리위원회는 또 전기신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도 “① 전기신보는 신문 통신에 관한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이므로 회원 외의 각계에 배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에게 배포 판매할 수 없다는
보도는 왜곡된 것이며 ② 신문의 구독이나 광고게재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나 구독신청서와 광고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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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균형, 지원을 바란다’
제하의 이판개 편집인의 시론
1967. 1. 19

서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며 특히 회원의 구독은 회원총회에
서 구독하기로 결의까지 되어 있으며 ③ 회원사가 500여사에 불과하더라도 기관지를 발행할 수 있으
며 ④ 무리한 광고청탁과 각종 비리로 회원사가 도산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보도로서 업
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와 경제의 혼란을 선동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⑤ 광
고청탁 등 각종 비행을 한다고 보도하였는데 비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
아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⑥ 업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원 총회에서 기관지 발행을 결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업계를 최대한 모독하고 있는
것이며 ⑦ 어느 특정인을 위한 어용지란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며, 마
치 제소인이 제소인만을 위해서 또는 제소인의 의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신문을 회원에게서 괴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공업
신보는 제소인과 대한전기신보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3단 기사로 이를 전문 취소하고
사과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결정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며 제소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소인(김옥윤)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현대공업신보는 윤리위원회가 내린 명령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
함과 동시에 허위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기사를 게재했다.
‘대한전기신보는 대한전기공사협회 정관 제8조 4항에 명시된 대로 사실상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있
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신문 구독료는 협회에서 매월 징수하는 통상회비에 포함하여 징수
하고 있는 점 ② 회원업자들의 의무적인 감을 주는 윤번제 광고게재 및 신규면허업자에게 필히 광
고를 청탁하고 있는 점 ③ 동 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이 동 협회 이사장 김옥윤 씨와 동 전무이사 이
판개 씨 명의로 되어 있으며 발행소 역시 대한전기공사협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 게재했다.
난데없이 불거져 나온 현대공업신문의 허위보도에 대응한 사건은 전기신문 및 전기공사협회의 승
소로 막을 내렸다.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전기신문 관계자들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전기신문이 회원의 대변지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3

이에 대한 기사(주간신문윤리위의 판결문)의 전말은 1967년 12월 7일자 전기신문 7면과 14일자 6면에 상세히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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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특별기획으로 실린 ‘전기공사업계의 오늘과 내일 1967. 5. 18

24면 증면
발행 시도
1967년 5월18일, 그동안의 역경 속에서 맞이한 지령 147호, 창간 3주년

기념호는 특별히 24면으로 증면 발행했다.
박 송(朴松) 시인의 축시 ‘이 힘의 원천은’이 축하 분위기를 열면서 시작된 창간 3주년 기념호는, 우
선 제1면에 ‘연륜과 발전의 메아리’라는 타이틀 기사가 전자부품을 한데 모아놓은 이미지 사진과 함
께 전면에 걸쳐 실렸고, 2면에는 발행인 김옥윤 사장의 창간 3주년 기념사가 게재됐다.
3면에는 ‘1996년 농어촌전화 완료’라는 제하의 특별 기획기사가, 4면에는 국내 최초 장거리 시외통

신회선 동축케이블 기공식 현장을 취재, 게재했다. 그리고 6면에는 신문 발행 3년 동안 미흡했던 점
과 반성할 점을 날카롭게 꼬집는 내용을 담은 이판기 편집인의 ‘세 돌과 자가비판’의 글이 실렸다.
7면에는 ‘본지 세 돌에의 백자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각계각층의 독자 7명이 보내온 제언을 백자 이

내로 실었는데, 부드러운 정서가 아쉽다는 내용으로부터 강력한 선도 역할을 바란다는 내용, 전기
인의 권익을 위해 힘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 전화(電化) 생활에 필요한 기사를 게재해 달라
는 요구도 있었다. 이밖에도 전기계의 등대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와 편집구성이 좋았다는
칭찬의 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9면은 ‘전기공업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통해 “업자 상호간의 단결 없이는 밝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수급액이 증가한다지만 영세·빈혈 상태를 면할 수 없다.”는 업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비관적인 전망을 점쳤다.
11면은 특집기사로 전력수급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12면과 13면 양면에 걸쳐서

는 당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국세청과 전기공사업자간의 과세시비를 주제로 한 좌담회 기사를
실었다.
14면과 16면에는 전면 축하광고를, 15면과 17면에는 각계각층에서 답지한 축사를 게재했는데, 15

면에는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전기공사협동조합의 류기숙(柳基淑) 이사장, 한국전선협동조합 이임
득(李壬得) 이사장, 과학기술지 김기형(金基衡) 장관 등의 축사를 실었고, 16면에는 한국전력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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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기의 날 기념 기사
1968. 4. 11

사 박영준(朴英俊) 사장과 대한전기학회 우형주(禹亨疇) 회장, 한국주간신문협회 함승기(咸承基) 회
장, 부산상공회의소 이창규(李昌圭) 상임위원 등의 축사가 실렸다.
19면에는 새 연재 ‘동남아의 전자공업실정’의 첫 회로 홍콩편이, 20면에는 ‘건축전기설비의 설계

공사’ 연재물이, 21~22면에는 금주의 자재시세가 게재됐으며, 나머지 면은 축하광고가 자리를
채웠다.

취재부 신설 등
조직 개편
1968년 3월 31일, 제4대 발행인으로 기상도, 편집인에 이판개가 선임된

후 4월 18일,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 공무부 4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던 신문사 기구를 편집국 산
하 편집부와 업무부로 축소 개편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였으나 대외활동의 주축을 이
루어야 할 취재부가 편집부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업무 비중이 취재보
다 편집 쪽에 더 치우친다는 점이 다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대외적인 호칭이 중요시되고 있는
신문사 본연의 생리를 감안하여 취재부를 다시 신설하고, 공무부를 부활시켜 공장을 관리하는 한
편 서무과를 두어 인사 등의 업무를 맡겼다.
기구개편에 맞는 운영규정 제정 또한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69년 9월 19일 열린 제56회 협회 이
사회에서는 종전의 신문부 운영규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문사운영규정 제정을 결의했다.
신문사운영규정은 총칙과 운영위원회, 기구, 업무분장, 지사 지국, 자산과 회계 등 6개 장과 전문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장 총칙에는 신문사의 목적과 조직체계를,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에는 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제3장 기구 조항에는 기구조직을, 제4장 업무분장 조항에는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 공무부, 서무
과 등 각 부서 관장업무와 역할을, 그리고 제5장 지사 지국에는 지사 지국의 소재지와 역할분담, 인
사관계 등을, 제6장 자산과 회계 조항에는 회계연도와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중점조항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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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문지
위상 강화
1969년 10월 1일을 기해 전기신보는 주 12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편집방

향에도 변화를 주어 1·2·3·4면에는 보도기사를, 5면 해외기사, 6·7면 시사 기획기사, 8·9면
학술 및 기술기사, 10·11·12면에는 물가 시세를 게재했다.
당시의 신문 역시 유실된 관계로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이사회의록에 의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사·기획물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불법·부정·부조리를 고발해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신문 본연의 비판기능을 강화해 나
갔으며, 사설·시론·논설 등을 통해 독자들을 계도하고 만화나 만평을 이용한 시사비평도 지속적
으로 실었다.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옹호를 위해 전기공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각 발주기관 및 일반에게 주지시
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한편 무면허자들로부터 방해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당시
전기공사업체들이 무단시공이나 불량설비 공사 등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면 발 빠르게 현장에 출
동, 취재한 내용을 신문에 보도했다.
4면을 증면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가능한 한 심층 분석을 통한 기획기사를 게재, 전기전문지

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다.
전문지로서 딱딱한 지면구성을 지양하기 위해 ‘금주의 아이디어’ 난을 신설, 일반 독자들에게 흥미
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문에 설치할 스위치’, ‘전압검출 계전기’,
‘SW 애자’, ‘오토트랜스’, ‘ 주상변압기 체결구’, ‘형광 방전판’, ‘원거리 부저장치’, ‘선풍기의 회전 조
정장치’, ‘이륜차용 축전지’ 등이 게재됐다.
전기신보는 매 창간 기념호를 비롯해 기념이 될 만한 날에는 특히 더 심도 있는 기획기사와 특집기
사를 게재하곤 했는데, 1969년 8.15 기념 특집호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이 기념호에서는 제1면에 우뚝 서있는 송전탑과 송전선에 가선공사를 하고 있는 전기 기술자의 모
습을 담아 희망찬 국내 전기업계의 앞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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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전원개발 관련 기사

2면에 실린 ‘전자부품 수출부진’이라는 제하의 해설기사에서는 상공부가 집계한 7월말 현재 전자

제품 수출실적이 2,024만여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목표액 4,200만 달러의 48.2%에 불과한 저조한
수출실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내 전자공업 메이커 36개 업체가 수출한 이 실적은 외국인 투자업체가 1,545만7,000여 달러로
서 전체의 76.2%를 점하고 있으며, 합작투자업체가 17만 달러, 내국인 업체는 461만4,000달러로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전자제품의 수출이 외국인 투자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임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3면은 전자공업 최고경영자 세미나가 신문회관에서 열렸다는 기사를 생동감 있게 보고하는 등 전

자분야의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 전기신보가 이제부터는 전기업계 못지않게 전자분야 전문지로서
역할도 아울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8.15의 제언(부제: 발전 위한 도약력을 길러야 한다)’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는 우리나라 전기계 각 부
문이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나 절대로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학술과 기술과 시
설이 하루가 달라지게 발전하는 세계의 과학적인 개발을 주시하고 이를 조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기술정보 교환, 기
술인의 상호교환 등도 필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
여 정화하는 학술적인 일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8면과 9면 양면에 걸쳐 게재된 방담 ‘전기인들이 엮어보는 8.15’는 윤일중(尹日重) 전기주임기술자협

회 회장, 김선집(金善集) 한국전력주식회사 이사, 장병찬(張炳贊)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회장, 기상
도 대한전기공사협회 이사장 등 4인이 참석, 해방 전후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실정 등에 대해 자유분방하게 토론했다.
이 방담에서는 전력사업, 전기공업, 전기공사업 그리고 전기공학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제기, 최근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는 전기 각 분야에서 일하는 후진들에게 우리의 전기계
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같은 길을 걷는 선배로서 자세히 알려주는 좋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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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기공

호의적인
업계 반응 잇달아

전문지로서 새 지평을 열겠다는 굳건한 방침을 세운 전기신보사는 운영
면에 있어서는 비록 적자일지라도 계획대로 증면을 단행하고, 심도 있는 기획기사 연재도 시작했
다. 이에 대해 전기에너지업계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문지 역할
과 사명을 꿋꿋이 수행하는 전기신보에 대해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여러 차례 기구를 개편하고 편집방향을 쇄신하는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이 전
기공사협회에 있는 기관지형태였고 신문사 임원 역시 협회 집행부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적인 요인이 많이 수반됐다. 따라서 감독관청을 비롯한 관
계부처에 대한 건설적인 건의나 과감한 비판기사 게재에 한계성이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창간 6주년이 도래하자 전기에너지업계 및 각계각층,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애
정 어린 격려문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이들 격려문에서 당시 전기신보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반
응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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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기념호 / 1970년 5월 21일

격려성
기고문
이낙선(李洛善) 당시 상공부 장관은 전기업계 전문지로서 많은 공헌을 해온 전기신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한 다
음 “건전한 언론이 건전한 문화를 창조하고 육성하고 보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재언(再言)이 필요치
않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신보가 이 나라 전기업계의 대변지로서만이 아니라 건전한 민주언론 창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김보현(金甫鉉) 체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기사업의 참된 발전을 이루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사회계몽을 위한 일관된
의지가 오늘의 대한전기신보를 이루었다.”고 격려하면서, “세계로 향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항시 밝고 믿음직스러운 비전
을 제시하여 전문지로서의 특수성과 언론의 사명감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형(金基衡) 과학기술처 장관은 “그 동안 귀지가 보여 주었던 맑은 지혜와 굽힐 줄 모르는 용기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전기를 통한 조국 근대화작업과 복지국가 건설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고 치하하고 진심어린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수(李相洙) 원자력청장 역시 “전문지로서 창업의 초지(初志)에 일념해 온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황폐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기신문은 전기사업 분야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는데 과감했으며 선진기술과 정보를 게재, 업계육성에 공헌한
바 컸다.”고 치하했다.
일반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전 성서지점에 근무하는 황정옥(黃正玉) 씨와 여사무원이라고만 밝힌 김희숙(金姬淑) 씨는 여성들에게는 흥미 없는 전
기계 신문이라서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전기기구의 안전 사용법이나 배선기구
용량 여부의 상식 같은 것도 필요하므로, ‘여성을 위한 전기상식’과 같은 류의 기사도 편집에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언론인 임정엽(林廷燁) 씨는 전기업계 대변지로서 초창기의 온갖 난관을 헤치고 오늘 우리나라 전기업계 발전
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한다는 격려의 글을 기고했다.
김재봉(金在琫) 전기주임기술자협회 사무국장은 “제호가 표방하듯 대한전기신보는 우리나라 전기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호흡하고 자라서 이젠 전기업계의 공기로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전기신보의 역할을 강조했고, 대학원생 정
남숙(鄭南淑) 씨는 기술전달에만 치중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기상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데에도 선도적 역
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외에도 많은 독자들이 전기업계에 끼친 전기신보의 공로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알찬 지면구성과 편집을 통해 신
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전기전문지로서 권위와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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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제60회 협회 이사회에서는
신문사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영활성화 및 신문 취재 강화

1970

운영위원회 출범 등
운영활성화 노력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을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

진 정부는 70년대 전반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에서는 자립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중화학
공업 육성, 식량의 자급과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 신장과 무역구조 개선, 국토 종합개발, 과학기술
의 혁신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971년에 점화된 새마을운동을 정부계획사업으로 채택해 1972년부터 농어촌개발을 본격화시킴과

동시에 종합제철, 대형조선,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도 꾀하여 산업구조를
개선, 국민경제를 크게 신장시켜 나가면서 연평균 GNP 11%를 넘는 성장률을 만들어 갔다.
이 시기 전기공사협회는 숙원사업이던 신사옥 신축으로 대외적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했는가 하
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전원개발계획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고, 특히 수
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전기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함으로써 국가시책 사
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976. 12.31)된 이듬해인 1977년 1월 1일 협회의 명칭이 ‘대한전기
공사협회’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변경됐다. 이는 ‘대한전기공사협회’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숱한
시련의 역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전기공사업법 전문개정에 즈음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
짐한다는 뜻에서 당시 심상우 이사장을 비롯한 전기공사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전기신보사는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1971년 신문사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종래 편집국 일원체제에서 업무국을 신설, ‘편집과 경영의 분
리’라는 신문사 본연의 운영체제를 갖춤에 따라 보다 편집에 충실할 수 있었고 취재활동 역시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취재는 주간지의 태생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손이 미치지 않는 취재의 그늘을 찾아가 전
문화로 승부를 걸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독자들도 점차 인정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발로 뛰며 취재원을 발굴, 일간지 기자들에게까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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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는 당시 간부들
1970. 1. 27

를 제공하는 등 전문기자로서 맹활약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집 취재진의 각고의 노력과 달리 1970년까지만 해도 협회 기관지 또는 회보 역
할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기자들은 이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
협소한 지면에 다양하지 못한 기사는 구독자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됐으며, 이는 광고수주를 어렵
게 만들어 운영난은 가중되고, 점점 피하기 힘든 고질적인 난제로 신문사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에 신문사는 새로운 기구인 ‘신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사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를 모색
하게 되는데, 이때 서형석, 민병성, 한창수, 남화익 씨 등이 신문분과위원으로 선임됐다.
신문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71년 전국에 지사와 지국을 설치해 취재진의 활동 영역을 종전
보다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4. 그러나 취재활동 보다는 광고와 구독료 수입 면에서 더 중
요한 역할을 했던 지사·지국은 수금이 용이하지 않아 가수금만 늘어 결손 처분하는 등 당시의 지
사·지국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다.
1971년 12월 3일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신문사운영위원회’를 별도기구로 구성, 운영규정 중 일부

를 당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위원회 위원은 발행인 기상도 위원장을 비롯 이판개 편집인과 한창수(韓昌壽), 서형석(徐亨錫), 민병
성(閔丙星), 송영희(宋永曦) 등 협회 운영위원과 김광익(金光翼) 서전사 대표, 김홍서(金洪瑞) 경성공무
사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 출범 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 6개 사항으로 구성
된 신문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 업무활동 준칙과 인쇄공장시설의 확장(안)
을 비롯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방안 마련 등 신문사 내 중요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4

1969년부터 한때 당국의 방침에 따라 주간신문사는 지사와 지국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잠정적으로 협회 사무국 직원이 지
역 취재활동을 하기도 했다.

Chapter 1 전기업계를 대변하는 유일 언론 창간 1964 - 1984

105

인쇄시설
현대화

부족하나마 자가 인쇄시설을 갖추었던 신문사는 문화공보부5 출판과로부
터 1969년 12월 20일 또다시 인쇄시설에 대한 지적과 함께 1970년 1월 31일까지 미비시설을 반드
시 보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만일 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문사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지적된 인쇄시설은 자동주조기를 비롯하여 제목자모(題目字母(초호, 1호, 2호, 한문·고딕·한글),
문선케이스, 마목(馬木), 평판인쇄기 등이다. 당시 자모가 부족해 문선하다 작업을 중지하고 사러
나가는가 하면 급할 땐 활자를 칼로 쪼개 즉석에서 만들어(쪽자) 임시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글자의 크기는 가지각색이었고, 앞뒤 글자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1969년 4월 8일 열린 제64회 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적된 인쇄시설을 갖추기로 결정, 189
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문공부와 절충을 시도해 한문자모(초·1·2호 명조 및 고딕)는 갖추지 않아
도 좋다는 양해를 얻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지적당한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신문사는 1970년
7월 16일을 기해 2차 인쇄시설을 확충하게 됐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윤전기는 커녕 기본적인 시설

외에는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형편이라 여전히 일간지 외간부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971년 10월 12일 제82회 협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조기, 연판기를 증설하는
등 신문제작 설비 재확충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문공부 지시에 의한 시설보완에 소요된 경비는 주조기(제목용) 개조비 28만6,000원과 주형 1·2·3
호 구입비 13만5,000원이었으며, 자발적인 공장시설 확충에는 국산 반절 윤전기 1대 270만원, 지
형 및 연판기 1조(組) 구입비 22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지형 연판기 1조(18만5,000원)를
국도 벤틈 자모제작소(字母製作所)로부터 구입, 설치했다.
더불어 향후 일간으로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성숙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국산 반절 윤전기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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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바리 전지기

미흡하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신문사운영위원회와 협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
지기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지기 구입비의 당초 예산액은 22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이 180만
원으로 예산이 남게 되자, 남은 40만원으로 8면 할판인쇄기(외간용)를 1대 더 구입했다. 8면 활판인쇄기
는 1972년 2월 1일에, 데리바리 전지기는 3월 28일 설치를 완료하고 4월 1일부터는 가동에 들어갔다.
전지기 가동을 계기로 전기신보 제작 외의 유휴시설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타사의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을 수주 받아 인쇄하게 됨으로써 신문사는 적게나마 인쇄기를 활용한 수입을
올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영 독립과 편집
자율성 확보

협회 지원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내야 하는 전기신보의 숙명은 운영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때로는 장애요소이기도 했다.
신문이 경영자의 뜻을 쫓아갈 경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편집과 논조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1971년 8월 25일 제81회 이사회에서 편집과 경영을 분리하기로 전격 결의, 9월 1일 운
영규정 중 일부를 개정했다.
업무국을 신설, 3국(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1과(서무과)로 조직체계를 변모시키고 편집권을 보다 강
화하는 한편 취재영역의 폭도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쇄신했다.
개편에 따라 편집국은 취재, 편집, 조사(자료) 및 교정업무에 주력하되 경우에 따라 발송업무에도
협조하고, 업무국은 광고부와 보급부를 두되 도급계약자가 국장이 되도록 했다. 공무국은 제작 업
무를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간청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무과는 일반 서무행정 및 경리
외에 신문발송 등을 관장했다.
1973년 4월 24일 제102회 협회 이사회에서는 좀 더 나아가 신문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편집

방향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 총 5개 항목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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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한 일본전기신문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당시 신문사 임직원들

편집쇄신과 제도개선, 수입증대와 경영합리화, 부대사업의 추진, 시설 보완, 사세확장 등이 주요
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편집쇄신책으로는 전기계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논설위원으로 위촉, 계도기사에 중점, 기술·교양
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그리고 제도개선책으로는 현행 규정 정리와 신문사 실정에 알
맞은 제규정의 제정을 다시 연구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수입증대를 위해 업무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분리하는 한편 업무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으로는 무가지의 유가지화, 보급 배가운동을 적극 전개, 광고게재 횟수 확대 등을, 사업수입의 증
대를 위해서는 시설확장과 함께 외간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미수금 과다발생을 방지하는데 노력
하는 한편 지사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대사업으로는 도서출판과 월간 기술지 발간을 합의했는데, 도서출판 부문은 전기공사 기술서적
발간계획 및 기타 전기관계도서 출판계획이 검토됐다. 월간 기술지 제호는 가칭 『전기와 공사』로
정해 일단 추진하기로 했으며 화보 발간 타당성 여부 등도 조사 검토하기로 했다.
사세확장을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창간 9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전기신보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기계 친목도모와 단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전기인 낚시
대회를 춘하(春夏) 2회 실시하고, 협회 후원을 받아 지부별 배구 대항전도 펼치기로 했다.
인쇄시설은 그동안 상당히 보완한 바 있으나 신문제작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인쇄시설로서는 미비
한 점이 많다고 판단, 향후 외간수입 증대와 도서출판 등을 위해서 약간의 시설보완을 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주형 1조(組)를 비롯하여 모터 1대, 양수기 1대(주조기 냉각용), 교정기 1대, 자무(8P 고딕과 명
조, 4·5호 고딕) 등이 필요한 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188만500원으로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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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1월 31일자에 실린 칼럼
‘범법의 온상화’

깊이 있는 전문지로 성장

고발·비판기사
강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전기신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고발, 비판기사를

강화했다. 이는 당시 전기업계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 심화, 농어촌전화사업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급감으로 인해
전기업체들 대다수가 경영난에 직면했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도 적잖이 일어났다.
전기신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쁜 이미지를 걱정한
업체가 제한한 유혹의 손길도 있었다.
당시 회원의 제보로 한 전주 공사업체가 철근 콘트리트 시공을 잘못해서 위태로운 사태에 직면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기신문 기자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진촬영을 하고 1면 톱으로 고발기사
를 내보냈다. 그러자 해당 업체 대표가 찾아와 기사가 실린 신문을 전량 사줄 테니 제발 문제를 크
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업체 대표가 내건 거래 조건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던
신문사로선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으나 신문사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론을 펴면
서 참된 언론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무면허 시공이나 면허대여, 불량시공, 불량자재 등에 대한 제보도 줄을 이어, 제보 입수 후 일단 신
문사에서 해당업체와 회원사간의 중재를 시도하지만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반드시 고
발기사를 실었다. 무면허업자에 의한 시공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별도의 전
단지를 본지에 끼워 발송하기도 했다.
고발·비판기사는 이 무렵 전기신보가 담당했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으며, 이
러한 편집방향은 대부분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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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특집호 발행
1974년 5월 18일은 주간지 수난시대에 태어나 자진폐간과 복간, 인쇄시

설 미비로 당국의 지적까지 받는 등 파란만장한 시간을 이겨온 전기신보 창간 10주년이 되는 날이
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 비록 발행처는 전기공사협회로 되어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편집방
향 쇄신과 취재·보도 영역 확대를 통해 성장의 기틀을 다져왔다는 것은 전문지로서 발전 가능성
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에 따라 창간일 보다 이틀 앞선 5월 16일 지령 360호를 창간 10주년 기념 특대호를 발간하기로
결정, 20면을 특별히 할애해 알차게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0주년 기념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면에는 김사림(金思林) 시인의 축시 ‘5월의 증언’이 실렸으며,
2면에는 당시 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심상우 신임 이사장 기념사가 게재됐다. 그 아

래에는 ‘공업진흥청, 전기공사협회에 운영개선 7개 항목 시달’ 제하의 기사를 해설형식으로 중요하
게 다뤘다.
3면에는 전기공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심상우 씨가 이사장에 선임

됐다는 기사를 톱으로 게재하면서 총회장 분위기와 이사장 선정 과정, 신임 이사장 인사말 요지 등
을 담았다.
4면에는 공진청이 5월 20일부터 제조협과 합동으로 여름철 전기불량품을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라

는 보도기사를 비롯해 서독에서 개발 중인 풍력·수력 혼합발전을 해외전력정보로 소개하고, 대한
전자공학회 신용철(申龍徹) 회장의 축사 등을 게재했다.
5면은 ‘전기동(電氣銅) 값 50% 인상 요청’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동제련업계 동정을 비중있게 내보내

고, 공진청에서 발표한 41개 전기용품 제조면허 승인품목을 소개했다. 6면은 전국 9개 지역에서 성
대히 치른 기능경기대회 소식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으며, 8면 ‘독자의 메아리’ 난을 통해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보내온 독자의 목소리와 제언을 폭넓고 다양하게 전면을 할애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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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과 11면 양면에 걸친 ‘창간 10돌의 회고’ 제하의 기획특집란에서는 이종학 전 편집국장의 기고

문을 실었는데, 초창기에 몸담았던 직원으로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며 10년 동안 성장해온
전기신보의 발자취를 비교적 자세히 회고하는 한편 신문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진지하게 제시해
주기도 했다.
12면에는 기상도 전 이사장에 의해 그동안 연재되었던 ‘기상식-영농전화(營農電化)의 기초지식’편

이 32회를 기록하며 실렸다.
14면에는 이종권(李鐘權) 한전 초고압 건설사무소장의 연재물 ‘345kW 변전관계 해외연수보고서’ 13

회분을 전면에 걸쳐 실었으며, 17면에는 상공부령(제411호)으로 제정 발표한 전기설비기준령을 전
면에 걸쳐 해설특집으로 소개(13회차) 했다. 15~16면은 신문이 유실된 탓에 안타깝게도 내용을 확
인할 수 없으며, 19면은 금주의 자재시세를 다뤘다. 나머지 7면, 13면, 18면 전면은 창간 10주년 축
하 광고가 게재됐다.

편집국 단일화로
조직개편

창간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신문사 운영은 어려웠다. 이에 대한 해결
책을 고심하던 중,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 감소 요인을 배제하려면 기구를 통합해 문제점
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
해 기존 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3국을 편집국으로 단일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 강화, 조직운영의 합
리화를 도모했다. 이로써 신문사는 편집국 아래 편집부·취재부·업무부·공무부 등 4개 부서를
두게 됐으며, 기구 개편 이후 연간 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신문사 운영규정 중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 보완하는 등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도 단
행, 각 부서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 인력활용을 도모해 소수정예화로 운영의 합리
화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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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총칙과 운영위원회, 기구, 업무분장 등 3장에 걸쳐 14개 조항을 다듬었으며, 이 가운데 총
칙 제2조 적용 조항에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 따른다는 적용범위를
새로이 정해서 넣었다.
총칙 제4조와 5조 주간(主幹)에 관한 조항은 종전 기구에서 주간을 삭제하고 신문사 운영통할을 국
장급으로 하되 편집국장이 이를 맡아 각부 및 과를 관리감독하며, 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 및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토록 명시했다.
또한 제2장 운영위원회 편에는 신문사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 건의할 사
항을 운영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이
고 체계적으로 밝혔다.
제3장 기구 편에선 신문사 운영의 효율화와 소수 정예화를 위해 축소 개편된 조항을, 그리고 제4장
업무분장 편에서는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의 분장업무를 능률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여 규정했다.
개정된 신문사운영규정은 197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구독료 및 광고료
업무처리요령 제정

신문사 운영의 압박요인으로 구독료 미수금과 함께 신문사 직원과 지사
쪽 광고료 횡령사건까지 빈번히 발생하자 이들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차에 걸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수금절차를 비롯해 수당 지불, 수금대장 작성의 의무화, 미수금에 대한 조치, 영수증 및
본·지사간의 대조확인 사항, 납부 지연 시의 조치 등 전문 11개 조항에 이르는 ‘구독료 및 광고
료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게 됐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요령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
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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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구독확장에 관한
전국 사무국장 대책회의 1974

○●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본 요령은 신문사 구독료 및 광고료 수금업무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신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요령은 신문사 및 지사의 구독료 및 광고료 수금업무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수금절차)
① 구독료 및 광고료의 수금을 위해 지사장은 회원 및 일반 구독자에게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하며 수금 마
감일은 당월 말일로 한다.
② 수금된 구독료 및 광고료는 송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사지분을 공제한 본사지분은 익월 10일 이내에 반드시 송금하여야 한다.
제4조 (구독료 및 광고료 청탁)
일반구독료 및 광고료는 반드시 청탁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신문사 소정의 구독료 및 광고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청탁서 없는 구독
료 및 광고료는 접수한 자가 책임을 지고 소정의 요금을 변상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구독료 및 광고료 조정)
구독료 및 광고료는 회원 및 일반을 구분하여 월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사별로 본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지체 없이
수금하고 본사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회원 구독료는 10%, 일반구독료는 40%, 광고료는 청탁액의 30%를 지사에 지불한다. 단, 본사가 직접 청탁한 광고에 대해서는 수
금수당 10%를 지불한다.
제7조 (수금대장의 작성 비치)
구독료 및 광고료의 수금 및 송금처리 상황을 대장으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8조 (미수금의 조치)
본사 미수금 계정에 계상된 미수금은 이를 관할하는 지사별로 지부 사무국장 책임 하에 수금하고 지체 없이 본사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본 요령에서 사무국장이라 함은 본 협회 각 시도 사무국장을 말한다.
제9조 (영수증)
① 구독료 및 광고료를 수금하였을 때는 사장 또는 지사장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영수증은 본·지사별, 회계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지사간의 대조 확인)
구독료 및 광고료 수금 및 송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본·지사 간 상호 대조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구독료 및 광고료 납부 지연 시의 조치)
본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금한 구독료 및 광고료 중 본사 지분을 지사에서 임의유용하거나 고의로 송금을 지연하였을 때에
는 해당 사무국장은 이의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따로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할 만큼 신문사는 제정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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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운영에 내실을 기하다

중앙보급소
설치

신문 홍보를 위한 무가지 배포가 1973년 12월 1일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
면 취재 출입처 135부, 수용개발업무 변경 반대 홍보용 200부 등으로 신문사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5년 2월부터 중앙보급소 설치를 결정했다. 중앙보급소는 보
급목표를 일단 500부 이상으로 책정하긴 했으나 시행초기부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200부로 시작했다. 이는 1974년 말까지 종로 0부, 중구 122부 등 도합
192부의 보급 현황을 토대로 정한 것이다.

각 보급소 별로 보증금조 15만원을 예치할 것과 재정보증인을 내세울 것 등을 중앙 보급소 설치의
부대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입금방법은 다음 월말까지 유가지 1개월분을 완납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가지의 경우 현행 보급수당 40%를 50%로 올려 주되 무가지는 30%(기존 50%)로 수당을 내리고,
영업 광고는 기존과 같은 30%를 지급한다는 것 등이 중앙보급소 설치에 따른 계약조건이었다.
중앙보급소는 주로 종로·중구 일원 등 전기기구 및 자재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잡았다.
이처럼 수입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애를 썼지만 신문사는 협회기구이면서도 별도의 수입계정으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운영체계였던 터라 실적은 늘 부진했고, 월급도 신문사 직원들은 협회 직원들보
다 며칠씩이나 늦게 지급 받곤 했었다. 이 또한 신문사 직원만이 느껴야 했던 고충의 일환이었다.

광고대행 위탁제
실시

광고 수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심하던 신문사는 1978년 3월 7일
협회 이사회에서 광고대행 위탁제에 대한 안건이 처음으로 제기되자 이를 집중 검토한 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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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간담회를 통해 신문사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1975

열린 제179회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결의하게 된다. 광고 업무 능률화와 수입증대를 위해 별도 계
약을 통한 대행 위탁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광고물량의 경우, 현행제도가 담당자 1인의 활동으로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광
고 면을 충당하는데 급급한 실정에 처해 있는데 비해 대행제를 실시하면 대행자가 담당직원을 고
용,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수입 면에서는 일정액을 최저수입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수
금 면에서도 현행제도는 미수금 적체로 운영상의 난맥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대행제를 실시하
면 매월 광고료가 입금됨에 따라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광고 수당은, 현행 30%에서 대행제 실시 후엔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얼핏 보면 10%를 더 지
급, 수입 면에서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인건비, 동판비 등 광고게재에 대한 비용지출을 신
문사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모든 비용을 대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훨씬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 결손부담 처리문제도 부담을 대행자가 질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으로 위험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직접광고는 전액을 수입으로 잡고 있지만 대행제는
영업 광고에 국한하는 단점도 감수해야 했다.
대행체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수치로도 알 수 있었다.
1977년도 신문사의 연간 실수입은 1,024만8,000원(1,464만원_439만2,000원), 여기에 광고 담당자 인

건비(상여금, 복지금, 퇴직금 포함) 연간 62만원(월급 3만5,500원)과 광고관계 제비용 연간 12만원을 합
하면 74만원, 따라서 현행 영업 광고로 얻는 수입은 1,024만8,000원-74만원=950만8,000원이었다.
반면 대행제를 실시할 경우 영업 광고 월평균 수입(추정)은 주간 3만원씩 13개, 39만원, 월간은 156
만원(39만원×4주), 연간은 1,872만원(156만원×12개월)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대행수수료를 지급
한 후의 실수입은 1,123만2,000원(1872만원×60%)으로 나타났다.
즉 대행제를 실시할 경우 수입효과가 172만4,000원(1,123만2,000원-950만8,000원)으로 현행제도에
비해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광고료를 33% 인상할 경우 568만9,200원(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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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의 구독료 인상을 결의한
제 11회 주간신문협회 총회 모습
1975. 5. 23

만4,000원×33%)이라는 증가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처음 실시한 광고대행 위탁제는 위탁범위와 광고공급 책임제, 그리고 광고료의 조정 및 납품 등을
비롯해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총 18개 항목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약정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광고업무대행 위탁제가 실시됨에 따라 신문사 광고부는 자동 해체됐으며, 광고위탁 첫 계약
자로는 당시 업무(광고)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정현 씨가 선정됐다.

구독료·광고료
인상

신문 구독료는 물가, 인건비, 그리고 증면 발행에 따른 제작비 등 인상요
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전기신보도 창간 당시 1부 10원(월20원)하던 구독료를 1966년 처음으로 인상했으며, 그 후 1969년
12면 증면 발행에 따라 40원(월100원), 1970년 60원(월150원)으로 인상한 뒤에는 1부 가격을 1973년

까지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1974년 구독료 선납제를 실시하면서 80원(월300원)으로 다시 인
상했었다.
1975년 신문 용지대, 납과 잉크 등 재료비가 인상되면서 한국주간신문협회에서 1975년 1월 23일

이사회를 거쳐 구독료 인상을 결의했다.
제작비 상승요인은 신문 용지대가 100% 급등하고 납, 잉크를 포함한 재료비 또한 60% 오른 것이
결정타였다. 이에 전기신보사는 33% 인상률을 적용해 1부 80원, 월 300원하던 구독료를 1부 100
원, 월 4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신문사는 독자들의 부감을 고려해 2년간 구독료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제반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제작운영비 상승으로 재인상이 불가피했다.
1977년 1월 19일 한국주간신문협회 제53차 이사회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간신문사의 실정이

심각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각 사 실정에 맞게 구독료를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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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료와 광고료를 인상해도
어려웠던 신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 회의가 자주 열렸다
1976

1976년 3월 1일부터 1977년 2월 28일까지 신문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제작원가(재료비,
임금, 경비) 1,207만8,175원과 일반관리비(급료, 발송비, 취재교통비, 보급 광고 활동비, 사무비, 기타비용)

1,789만9,137원 등 도합 2,997만 7,312원으로 일 년간 활동한 결과 1,319만7,190원의 적자가 발생,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문 1부 구독료를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하고 월 구독료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연 구독료는 4,400원에서 5,500원으로 각각 25% 인상했다.
그러나 1977년 12월 14일 문공부의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신문 기준 제작원가가 월 715원으로 나타
남에 따라 아직도 215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8년 1월 5일 열린 한국주간신문협회 이사회가 정부 당국의 저물가정책에 호응한다는 내용으

로 30% 범위 내 인상만을 허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전기신보 역시 이를 감수하고 30% 인상을 결
정했다.
인상 후 여타 신문과 전기신보의 당시 월정 구독료를 비교해 보면, 전기신보는 월 650원인데 비해
공업신문과 교통신보, 약업신문은 700원, 한국세정신보는 750원, 일간지는 900원으로 타지 구독료
가 약간 높은 추세를 보였다.
구독료 인상은 1978년 3월 1일을 기해 단행됐으며, 1부는 120원에서 170원으로 40% 인상을, 월정
구독료는 500원에서 650원으로, 연간 구독료는 5,500원에서 7,200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인상조치도 1979년 기준 제작원가가 월 840원(1978.12.26, 문공부 실태조사서)으로 계상됨에
따라 현행 대비 190원의 적자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듬 해인 1979년에도 한국주간신문협회는 30%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기신보 역시 30%만 인상, 현행 월 650원에서 월 840원으로 구독료를 올리게 됐다. 그래도
월 190원의 구독료 인상으로 연간 658만2,360원(1979년 현재 유가지 2,887부×190원×12개월)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후 구독료는 1부당 210원, 월 840원, 연 1만원이 되었지만 협회 구독료는 기준 금액의 절반 가격
으로 조정해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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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성금 전달식
1977. 7. 6

신문사에서 광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더욱이 전기신보는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에 급급했던 터라 광고료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신문사는 1976년 하반기 이
후 몇 차례 광고료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
1976년 전기신보사는 현행 광고료에서 50% 인상(돌출 소형광고는 100%)을 결정했다. 단 광고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위세 해당액(15%)을 할인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2년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제작운영비 상승으로 다시 1978년 3월 7일 열린 제 178회 협
회 이사회에서 광고료 인상을 결의했다. 1977년도 영업 광고의 월 평균수입이 122만원이었으므로
33%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간 483만1,200원((112만원×33%)×12개월)의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상 조정된 광고료 단가는 1단1㎝ 기준으로 일반 영업 광고는 300원에서 400원 이상으로, 특별광
고(공고·모집·안내·성명서 등)와 축하광고는 600원에서 800원 이상으로 모두 33%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돌출광고는 400원에서 600원 이상으로 50% 인상했다.
반면 전기공사업면허 기재사항 변경은 건당 2만원씩 받던 현행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신규면허 광고는 1종의 경우엔 25% 인상하여 5만원을 2종은 4만 원 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문사 운영 상태는 광고료를 인상해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79년 2월 27일 열린
제189회 협회 이사회에서 광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어 평균 20% 인상을 결의했다. 이
결정으로 광고료는 1단1㎝ 기준으로 영업 광고 480원 이상, 특별광고는 960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1978년도 영업 광고의 월평균 수입은 178만1,849원으로, 20%가 인상되면 연간 427만6,438원(178
만1,849원×20%×12개월)의 수입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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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채기자
합격자 발표 안내문
1976. 2. 19

●● 농어촌 전화공사를
최저낙찰제로
집행한다는 기사
1976. 5. 6

성장 위한
변화의 바람
1 ) 논설기능 강화       

신문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보도성과 여론계도로 볼 수 있다. 이 가

운데 후자는 신문사 의견과 주장을 정론을 통해 비판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세이다.
전기신보는 전기업계 ‘권익을 옹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대변지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현안문제와 사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당당히 표명, 독자 스스로 깨우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설
이나 칼럼, 논평 등을 한층 강화했다.
70년대 중반 이후 특별기획 및 보도특집 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관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기 위해 애를 썼으며, 지면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전기신보는 전기 분야 관련 전문 언론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다져 나갔다.
논설위원제도를 신설하고 논설기능 강화를 위해 1976년 11월 11자부터 ‘고압저압’난을 신설, 2면
혹은 3면에 정기적으로 싣기 시작했는데, 당시 필자는 김능성(金能成) 논설위원이었다. 그러나 이듬
해 5월 12일자(지령 621호) ‘부조리의 함수 -그 후견인들’을 마지막으로 ‘고압저압’은 폐지됐다. 신문
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고정논설란을 만들었고 또 시의 적절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
만, 워낙 협소한 지면 탓에 시급한 현안문제들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전기신보는 발행인 및 편집인 변경, 운영위원 교체 등을 통해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을 본
격적으로 시행했다.

2 ) 제작설비 재정비, 전문지로서 재평가       

이판개 편집인이 사임함에 따라 1975년 4

월 16일, 심상우 발행인이 당분간 편집인을 겸직하게 되었고, 5월 1일에는 박영서 신문논설위원
을 새로 위촉했다.
문공부 실태조사 결과 경영체제 및 운영관리가 전문지 가운데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
를 받은 가운데 전기신보사는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기념 특집호(20면)를 발행하고, 5월 17일 재경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정원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열어 모범직원 표창과 대외인사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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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국주간신문상을
수상하는 안범수 당시 편집국장
1977. 7. 1

증정 행사를 가졌다.
9월 5일 신임 조남철(趙南哲) 편집인이 새로 추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위원도 교체되어 심상우 위

원장을 비롯해 조남철, 윤동선, 김수환, 박영서 위원 등이 신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게 됐다.
11월 6일에는 본관 증축(본 건물 후편)에 따라 공무부 문선과를 신축 지하실로 이전하고 재정비에 들

어갔다.

3 ) 기자 공채제도 도입       

신문의 질적 수준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실력과 자질

을 겸비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제3회 인사위원회(1976.1.23)를 거쳐 창간 이래 처음으로 기자직 공
채를 감행, 김준형(金俊炯)과 김정배(金正培) 두 기자가 최종 합격했으며, 3월 2일자로 발령받았다.
1976년 5월 20일 심상우 이사장의 유고에 따라 한창수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리로, 조남철 편집

인이 발행인 직무대리로 선임됐다. 운영위원 역시 불가피하게 재조직, 한창수 위원장 직무대리
(1977.1.25 인준)를 비롯해 조남철, 김수환, 이길우(李吉雨(조광전업사), 문두석(文斗錫(신일전기공업사)

위원 등이 선임됐다.
한편 1976년 11월에는 보급 확대 및 광고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PR지 800부를 증간, 서울 일원(450
부)과 각 시도(350부)에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12월 2일에는 지령 600호를 발행했다.

4 ) 최초의 호외 발행       

1977년 3월 8일자로 한창수 발행인 및 인쇄인을 문공부에 변

경등록하고, 6월 11일에는 신문국 등의 호칭이 낯설다는 점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편집국으로 개칭
하되 사내에서는 협회 기구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기존대로 신문국으로 부르기로 했다. 단 회계
업무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서무부는 본부 경리과로 통합시켰다.
7월 1일 안범수 당시 편집국장이 제1회 한국주간신문상 편집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정부

의 시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의미로 서정쇄신 단합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했다.
이에 11월 21일 조남철 편집인이 전국산업기지 및 새마을 시찰에 참가했으며, 12월19일에는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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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장병 위문에 나선
신문사 및 협회 직원들
1979. 12. 19

수 발행인과 안범수 편집국장이 정부 방침에 따라 일선장병 위문 및 통일촌 새마을 시찰에 참가하
고 돌아왔다.
한편 1977년 11월 19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자 전기신보는 사상 최초로 이를 알
리는 호외를 발행했다. 이때 발행된 호외는 11월 19일자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대통령
령 제874호로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다는 내용과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전문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를 홍보적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총 4면
에 걸쳐 전문을 게재, 호외로 발행한 것이다.

5 )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       

신문사운영규정은 1970년 4월 1일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상황이나 신문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자주 지적됨에 따라 1978년 6월 27일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전면개정을 단행했다.
규정은 전기신보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칙과 기구 및 업무분장, 구독
료 및 인쇄료, 광고료, 원고료, 보급 등 6개 장과 전문 19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규정은 그러나 이듬
해 10월 18일에는 이 중 일부가 또 다시 개정됐다.
한편 8월 10일 백낙승(白樂承) 발행인 선임과 10월 12일 조남철 편집인 후임으로 홍동진(洪東震) 편
집인 선임이 이어진 후 1979년 1월 1일자로 지령 700호 발행, 5월 18일 신문사 창립 15주년을 맞이
해 백낙승 발행인과 김종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각 시도지부장, 내외인사를 포함한 광고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사 등나무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2월 22일에는 국방부 지시에 의해 임원과 지부장, 협회 및 신문사 간부직원 40여명이 경기도 포

천군 제5973부대를 위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때 텔레비전 세트와, 화보 250부, 신문 100부, 담배
30보루, 귤 10상자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12월 24일 개최된 문화방송 주최 불우이웃돕기 행

사에는 2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강남구 거여동 청암양로원에 연탄 200장을 기증하는 등 1979년은
어느 해보다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 선 한 해로서, 정부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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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장병들을 위한
위문품 전달
1980. 12. 23

조직의 안정과 기구 확장

언론통폐합
위기 극복
1979년과 1980년은 과도기 정세와 더불어 언론사에 혹독한 통폐합 바람

이 불었던 해이다. 10.26 사태 후 최규하 과도정부 시기 언론통제는 다소 완화되었고, 1980년 초에
는 민주화 바람으로 한때 자유로운 언론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선포된 비
상계엄령은 언론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주화 바람을 단번에 잠재워 버렸으며, 국가보위입법위원
회는 언론기관 통폐합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사 일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신군부는 그해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인들 해직을 단행했다. 계엄검열 거부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인들을 비롯해 신군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편집국 간부들은 거의 다
이 해직명단에 포함됐다. 이때 해고된 언론인들은 모두 717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상 초유 사태와 함께 1980년 7월 31일에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부조리·외서·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때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은 계간지 16종을 비롯해 격월간지 13종과 연간지 24종으로, 이 수
는 당시 전체 정기간행물의 27.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해 10월부터는 언론기관 통폐합을 단행했는데, 전국 28개 일간지 중에서 6곳이 통폐합됐
고, 전국 30개 방송사 가운데 3곳이 KBS에 흡수 통합되었으며, 7개 통신사는 신설된 연합통신으로
통폐합됐다. 이처럼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 및 방송사에 대한 대량 해직과 언론통폐합으로 전
국 언론인 수는 2,000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언론 및 방송사도 15개가 감소했다.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될 위기에 놓였던 바로 그 무렵, 심사대상에 전기신보를 포함한 전기전

문지들도 들어있었다. 당시 발행되던 전기전문지로는 전기신보 외에 대한공업신문, 전광신문, 전
기뉴스 등이 있었는데, 이때 살아남은 신문은 오로지 전기신문 뿐이었다.
비록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난관은 있었을지언정 정론을 가지고 전기업계 대변지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게 전기신보는 그 서슬 퍼렇던 언론파동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기전문지로 역사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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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9월 3일자로
부활한 4컷 만화 ‘전기공씨’

사세 확장(안)
마련

신문이란 모름지기 ‘읽히는’ 신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간 15년이 경
과했지만 전기신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예산부족으로 취재기자조차 충분
히 증원할 수 없었고, 문선, 조판공의 부족과 편집 인력 및 자질 부족으로 지면구성조차 개선할 수
없었다.
당시 신문사는 편집·취재 5명(편집국장 1, 편집부장 1, 취재부장 1, 취재부 기자 2), 보급 3명, 공무 5명
(공무부장 1, 문선 1, 인쇄 1, 식자·조판 1, 주조·지형 1) 등 모두 13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취재 및 편집기자 부족으로 취재 기동력과 편집방향 전환 모색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문은 본면 8면, 물가시세 4면 등 총 12면을 발행하고 있었다. 1면은 전기업계 주요정책, 2면은 전
기공업계 및 경제관계, 3면 전기공사업계 사회, 4면 통신업계 및 체신부 전자관계 등의 기사가, 5
면 외국 전기업계 기술정보, 6면과 7면은 각각 전기기술관계, 전기공사 실무이론 등 기획기사가, 8
면은 전기관계 상식 및 관계법 해설, 9~12면에는 물가 시세를 실었다.
발행부수는 3,258부로 회원 1,768부, 협회 PR지 600부, 일반 300부, 무가지 78부, 업무용 472부,
기타 기관에 40부가 배포됐다.
몇 차례에 걸친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인쇄시설은 신문을 찍어내기엔 충분치 못한 현실이었다.
또 활판인쇄6에 의존하던 당시는 납이 없으면 활자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완성된 기사가 공무부
로 넘겨져도 활자를 주조하는데 납이 부족해 애를 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공무부
는 경리과에 사정해서 타낸 돈을 손에 쥐고 납덩이를 사러 뛰어 나갔다.

6

활판인쇄는 문선 → 식자 → 정판 → 인쇄 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활자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납을 끓여야 하는데, 끓기 시작하면
무서운 기세로 퍼런 물이 펄펄 끓어오른다. 납이 끓으면 국자로 떠서 주조기에 넣고, 주조기에서 활자가 만들어지면 문선(원고의 내
용에 따라 지정된 크기의 활자를 고르는 것)을 한 후 골라 놓은 활자를 원고 및 편집내용에 따라 배치하여 판을 짠다(식자). 이후 교
정과정을 거쳐 연판을 만들고 지형을 뜬 후 거기에다 납을 또 부어서 떼어내면 연판에 활자가 찍혀 있다. 그것을 인쇄기에 걸면 신문
이 탄생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복잡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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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을 끓이면 엄청난 냄새가 진동을 하니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던 공무부 직원들은 끓는 납에서 나
오는 독가스로 두통과 복통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 돼지고기라도 섭취해야
했지만 신문사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 직원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건강을 지켜야 했다. 그런 와
중에도 신문 제작에 매진했으니 투철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취재기자들 역시 적은 수, 적은 봉급으로 활동하다 보니 점심시간이면 신문사 근처로 돌아와 단골
식당에서 외상 식사를 한 후 다시 출입처를 돌며 취재를 해야 했고,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발걸음
을 돌려 신문사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1980년 8월 12일 협회 이

사회에서 기구개편을 포함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인력 보완, 지면구성 재조정, 인쇄시설의 전면 교체 및 보강, 편집의
다양화, 기자직 인사 특수성 인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업무국장 1명과 편집(교정) 담당 2명, 사진기자와 서무부장, 경리를 각각 1명씩 새로 채용
하기로 하고 취재기자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분담도 다소 개선해 편집국장은 편집·취재·출판 등 각부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면서 신문
편집에 관한 운영·기획·관리를 담당케 하고, 업무국장은 공무·광고·서무·보급 등을 지휘 감
독하게 했다.
편집부장은 편집·기획기사 출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각 담당자를 지휘 감독하고, 편
집담당은 편집·기획기사·외신번역·기사원고 정리·교정·원고청탁을 맡고, 취재부장은 출입
처 분담·취재·사진·원고청탁·자료수집 등을, 서무부장은 보급망 확대를 비롯하여 지방 보급
소와 연락망 조직,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공무부장은 공무부 기능공을 지휘 감
독하여 공장시설물을 유지·관리 감독하게 했다.
편집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취재원 발굴로 살아있는 기사를 편집하도록 하고, 시각적인 효
과를 위해 현장 사진이나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전기계의 초점이 되는 관심사는
심층취재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궁금증을 풀어주고 회원 권익에 관계되는 기사를 최우선 취급,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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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1980. 11. 7
●●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기신문 창간
16주년 기념식 1980

이 있는 취재를 통해 여론화 하고, 전기업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문제는 계도하여 시정토록 유
도했다.
개선책이 발표된 후 조정된 지면구성은, 1면에 전력정책·전력사업을, 2면에는 전기경제·자원에
너지·원자력관계·대체에너지, 3면에는 전기공사업·기획기사를 게재했다. 4면은 전기공업, 5면
협회소식, 6면 기술개발사업·기획기사·부령(部令)·법규·기술해설·전기관계 일반소식, 7면 전
자통신사업, 마지막으로 8면에는 해외기술과 국내외 전기관계 특허품 소개를 담았다. 물가 시세는
별도 인쇄하여 매월 2회 부록으로 발행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로서 적성이 맞지 않는 자의 발령으로 인해 신문발전에 저해요인이 되
고 있다고 판단, 기자를 채용할 때는 협회 이사회에 의존하기보다 가능한 한 편집국장과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인쇄 시설은 그동안 사용하던 수동지형기로는 인쇄활자가 선명치 못할뿐더러 고도의 기능과 시간
을 요하므로 자동지형기 신형 1대를 구입했다.
전사기 1대와 주형도 보완키로 했는데, 이는 초호·1·2·3·5호 및 6.3포인트용의 주형이 없으므
로 자모가 있어도 주조할 수 없고, 당시 전기신보에 사용되고 있던 활자가 15년 전 시설이라 마모
상태가 심하여 지상(紙上)에 활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후되었기 때문이다.
이외 연괴(鉛塊: 납덩이) 및 연판용 연괴가 부족해 필요한 활자주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량 확
보하는 한편 1980년 당시 전기신보 활자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구형 본문활자로는 모양이나 인
쇄의 시각적인 면에서 적합지 않다고 여겨 이 역시,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당시 필요로 했던 활자는 초호·1호·2호·4호·5호 활자 등이었다.
시설 등이 대폭 확장되면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공장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전기공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중 아래층 전부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도 선결되어야 할 점으로 논의 됐다.
또한 공장 기계시설 확장을 위한 만만치 않은 비용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공무부 각 과별로 제출
한 소요 예산비용은, 문선과는 초·1·2·4·5호, 6.3포인트 신형 자모 및 자모장 캐비닛,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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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 저장대(臺), 쐐기, 초·1·4호 상자 구입 등 2,009만8,400원을, 인쇄과는 제단기(전지 자동기),
연판대 구입 등 502만원, 주조과 주조기계, 주형 초·1·2·4·5호, 6.3포인트, 연판납, 주조납 구
입 등 1,364만원, 연판과 평압기계(지형 뜨는 기계), 납 붓는 기계, 연판 절단기, 수레(판 싣는 기구), 판
조이는 기구, 틀린 글자 바로 잡는 기계(일명 쏘강기) 구입 등 785만원, 정판과 정판대(관 찌는 대), 교
정기(교정대장 찍는 기계), 판 담는 도구(철), 절단기(괴절기, 괴절단기), 판 담는 도구(목재), 광고대 알
루미늄, 사진대 알루미늄, 컷대 알루미늄, 곡목납, 평괴, 점선괴, 단주, 고무지, 낭, 마루돌 구입 등
375만5,000원 등 총 5,036만3,400원에 이르렀다.

기계 확장을 할 경우 새로 확보되어야 할 면적은 문선 30평을 비롯하여 정판 20평, 인쇄실 30평(용
지창고 포함), 주조실 20평(연판시설 포함) 등 총 100평 정도였으며 확장에 따른 인원보충 역시 필수요

소였다. 인쇄시설 보강문제를 매듭지은 후 열린 1981년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신문 대판 발행과 전
국 1,700여 회원사가 유가지 1부씩 보급책임을 결의하는 등 전에 없는 야심찬 신문사 확충작업을
결의했다. 나아가 전 직원의 신문 보급 운동도 확산시켜 신문사는 본격적인 안정화 작업에 돌입하
게 됐다.

운영규정
2차 전면개정
1981년 3월 2일 협회 이사회는 신문사 확장을 전제로 한 신문사운영규정

전면개정을 결의했다. 이로써 신문사운영규정은 1970년 4월 1일 제정된 후 1978년 6월 27일 전면
개정을 거쳐 2차 전면개정이 실시된 것이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크게 기구 및 인력 확장과 구독료를 비롯한 각종 요금 인상이었다. 인상폭은
구독료 7.1%, 광고료는 평당 100%, 광고료와 원화료는 모두 평당 25% 인상을 결정했다. 특이한 점
은 신문보급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보급수당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개정 규정은 총칙과 직제기구 및 업무분장, 구독료 및 인쇄료, 광고, 원고료 및 원화료, 보급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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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한 대만전기협회
이사장 일행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81. 9. 6

장과 부칙, 전문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장 총칙은 신문사의 목적을 비롯해 규정의 적용범위 및 조직체계와 회계업무를, 제2장 직제기
구 및 업무분장 조항에는 기구조직과 정원, 업무분장, 운영위원회를, 제3장 구독료 및 인쇄료 조항
에는 구독료와 인쇄료에 대한 원칙을, 제4장 광고 조항에는 광고 구분 원칙과 광고대행자 선정, 광
고대행 조건, 광고료 기준 원칙을, 제5장 원고료 및 원화료 조항에는 원고청탁 및 원화청탁에 관한
원칙을, 제6장 보급 조항에는 지국설치와 보급수당 지급, 보급소 설치에 대한 원칙 등을 중점적으
로 다뤘다.

● 전기신문 1일 기자 자격으로 당시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 이봉서 실장을 취재 중인 탤런트 이옥희 씨 198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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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성장기반을 구축하다

대판발행
단행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사회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인쇄시설

보강과 운영규정 전면 개정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신문사는 지면혁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81년 4월 신아일보 출신의 이영희 편집국장(직무대리)이 입사하고, 5월 21자 창간 17주년 기념호
(지령 813호)는 전기신보 사상 처음으로 컬러판(12면 중 1, 4, 9, 12면)을 발행했다. 8월 25일에는 논의

끝에 대판 첫 발행 일자를 11월 첫 주로 잠정 결정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대판발행이 확정되자 신문사는 이에 따른 인력보강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기존 신문
국(편집국) 산하 편집부·취재부·서무부·공무부 등 4개 통틀어 16명(수습 제외)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편집기자 1명, 취재기자 2명, 문선, 정판, 인쇄, 지형 담당 각 1명 등 7명을 증원키로 했다. 신
문 공고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격은 만 33세 이하 해당직종 2년 이상의 경력사원으
로 충원키로 했다.
한편 6월 1일자로 이영희 편집국장 직무대리가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6월 15일 안기덕
편집부장(경항신문)과 9월 1일, 이영만 취재부 차장(신아일보), 11월 10일 신충우 편집차장 등이 잇따
라 들어왔다. 그 이듬해 5월 1일 정민철 취재부장(신아일보)과 12월 6일 정승환 취재부기자(조선일보)
등 일간지 출신 기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전기신보는 일대 변화와 함께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된다.
1981년 11월 5일 계획대로 지령 835호가 대판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부터였다.

대판 첫 호는 모두 12면으로 구성됐으며, 1면과 8면은 컬러판으로 특별히 꾸며 컬러 발행 신문 2호
를 기록했다. 그리고 대판발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고정부수에서 5,200부를 추가로 발행, 각계각
층에 널리 배포했다.
당시 지면은 1면에 오동춘 시인의 대판기념 축시와 영광원자력 7·8호기 건설현장 르포기사를, 2
면에는 발행인 심상우 사장의 대판발행 인사말을 담았다.
‘대판발행에 따른 우리의 다짐’ 제하의 인사말에서 심사장은, “앞으로는 발전(發電)해서 송·배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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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컬러판
신문 1면, 9면
1981. 5. 21

과 관련된 건설공사, 전기기기 생산, 조명, 통신, 전자, 전선 등 강전·약전을 망라한 전기계 각 분야
와 에너지, 광업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새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 같은 소식
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으로 나눠 취급하고 기술혁신을 위해서 선진
외국의 정보도 많이 다루는 등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3면은 박병소(朴炳昭) 서강대 교수와 김정흠(金貞欽) 고려대 교수의 특별좌담 기사가 ‘88년 서울 올림

픽 개최 이후의 사회발전상’이라는 제목 아래 전면을 차지했다. 4면은 지난 20년 동안의 전력 손실
률 추이를 해설기사 형식으로 전면에 소개했으며, 5면 ‘기적의 불, 원자력’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자
력에 대한 이모저모를 비교적 상세하게 특집으로 다뤘다.
또한 6면은 ‘대한전기신보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각계각층에서 기고한 다양한 의견을 전면에 걸
쳐 실었고, 7면은 전기 기능 인력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게재하면서 한쪽에
는 예비전공(화성전기 양종욱 군)의 현장인터뷰 기사를 담았다.
8면은 컬러판 전면광고를, 9면은 ‘동남아기행-가전제품’ 편이, 10~11면은 전기 자재 시세, 12면은

기술개발란으로 꾸몄다. 대판발행에 따라 종전에 비해 지면이 33% 증가하게 되자 1부당 300원(연 1
만4,400원)이던 구독료를 33% 인상, 1982년 1월부터 400원(연 1만9,200원)으로 조정하고,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5,100부인 유가지를 6,100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원 한 사람당 5부
이상의 유치운동을 전개했다.

등촌동
신사옥시대 개막

대판발행에 앞서 전기공사협회는 1981년 6월 9일 강서구 등촌동 533-2
번지의 흥일약품(주) 사옥을 구입, 20년 숙원사업이던 신사옥 마련의 꿈을 이뤘다.
신사옥은 대지 2,317평·임야 660평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건평 610평의 현대식 건물로, 총 10
억여 원을 들여 매입과 보수를 완료하고, 11월 5일 이전, 협회는 등촌동 신사옥 시대를 맞이했다.
전기신보가 창간되기 전인 1960년 4월 4일 전기공사협회는 서울역 부근의 중구 남대문로 5가 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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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촌동 신사옥
이전 기념식 및 기념식목
1981. 12. 3

한 5층 건물 맨 윗층 구석방 초라한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흘러 그 자리에 현대식 대리석 건물이 들어섰고, 협회 역시 엄청나게 발전해 명칭
도 대한전기공사협회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바뀌고 더부살이의 약한 단체에서 독자적인 힘을
가진 강한 단체로 부상했다.
그동안 전기신보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대판발행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이른 것이다.
사옥 이전과 동시에 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대판발행 작업을 서둘렀지만 작업공정이 생각보다 늦어
짐에 따라 대판 신문은 11월 9일에야 발송을 완료하게 되었고, 신사옥 이전 자축행사는 12월 3일
성대하게 치러졌다.
심상우 사장을 비롯한 전기공사협회 및 신문사 임직원들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거행된 입주식
행사에서 신사옥 구입과 보수 등에 공이 큰 김진권 충북 사무국장 등 공로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
으며, 외부인사 초청 리셉션도 성대하게 개최됐다.

오프셋
인쇄 시작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모든 인쇄물은 점차 활판인쇄를 탈피, 오프셋

인쇄로 바뀌어갔다. 활판인쇄가 지닌 번거로움과 복잡성보다는 시각적으로 참신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신보사도 1983년 6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인쇄시
설 교체에 관한 논의를 했다.
약 2년 전 실시했던 시설 보강 덕에 당분간은 재투자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단기적으
로는 자모 등의 교체(약 2,100만원 추정)가 필요했고, 인쇄업계 현대화 추세를 표면적으로나마 따라
잡으려면 장기적으로는 인쇄기, 주조기 등의 교체(약 1억원 추정)도 필요했던 것이다.
협회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수차례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일부시설을 보완해 외간하는 방식을 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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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인쇄 윤전기

일단 결론을 내리자 신문사는 본격적인 인쇄시설 교체에 착수, 1983년 10월 31일 전동 청타기 외
10종을 인동문화주식회사에서 구입했다.

오프셋을 이용한 첫 신문은 지령 제816호를 기록하며 1983년 12월 8일자로 발간됐다. 공무반에서
청타를 치고 대영전판에서 사진 제판을, 인쇄는 청동인쇄7에 맡겼다. 오프셋 인쇄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반 직원은 과거의 9명에서 5명으로 축소(기존 직원 전원 퇴사, 타자수 3명과 편집공 2명 신규채
용)됐다.

‘전기설비’ 발간

신문제작 현대화 추진 등 착실히 성장기반을 구축해가던 신문사는 이 무
렵 기술지 발간도 본격적으로 서두르기 시작했다. 기술지 발간은 그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사안
이지만 시기상조라 여겨 계속 유보했던 것으로, 마침내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전기 시공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시공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된 기술지 발간은 협회가 ‘기술연수원 설립위원회’를 구성, 기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케
하고, 1983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의됨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제호를 ‘전기설비’로 정한 기술지는 4×6배판에 180쪽으로, 1983년 11월 10일 창간호를 냈으나 일
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기술지 발간은 문공부 등록 및 허가사항에 속한다는 현행 법규가 걸
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부랴부랴 등록절차를 서둘렀으나 협회가 비영리업체라 기술지 발간에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게 됐다. 총 3차에 걸친 신청과 반려를 거듭, 1984년 1월 10일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검토 중임’이
란 상공부 중간 회신에 따라 이미 나온 창간호는 배포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여러 통로를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84년 3월 13일자로 등록(등록번호 라2848호)을 필하

7

이 무렵은 인쇄시설에 관한 법이 완화되어 주간지에 한해 인쇄시설이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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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전기설비’지 모습

게 되었고, 29일 2,047개 회원업체 및 유관단체를 비롯한 각급 학교, 해외 협회에 배포를 완료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유가지가 되었을 것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은 유가지로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창간호 3,200부는 전량 무가지로 배포됐다.
등록과 배포까지 무사히 마침에 따라 ‘전기설비’의 원활한 발간과 합리적인 신문사 운영을 위해 협
회는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하고,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규정 제정 후 5월 3일 월간 ‘전기설비’의 원활한 발간 도모를 위한 제1회 도서출판위원회 및 기념 자
축연이 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기술지 발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도서출판소위원회(편찬위원회) 및 실무
요원을 구성했다. 김광익(서전사)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흡(해광전기공업), 방영서(광성전기) 위원 등 3
명은 도서출판소위원으로, 안형식(도서출판전문위원), 임기호(도서출판전문위원), 권태하(기술개발전문
위원), 윤형구(기술연구원 과장), 유재준(기술부 부장), 그리고 이영희 전기신보사 편집국장 등 6명은

도서출판 신문요원으로 위촉됐다.
전국 전기공학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 67개교 68명의 전기과 교수에게 월간 ‘전기설
비’ 발간개요와 함께 집필위원 추천을 의뢰한 결과 8개 종합대학과 4개 단과대학, 18개 전문대학의
교수 30명이 동의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한전을 필두로 한 43개 전기유관업체에 기술계 간부직원
중 적임자 추천을 의뢰한 끝에 전기안전공사 등 4개사로부터 10명의 기술자를 위촉받았다.
잡지협회에 특별회원(무가지인 관계로)으로 가입한 후인 7월 18일, 제2호가 발간됐다.
한편 1985년 2월 8일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 기술연구원 업무 중 기관지 발간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가 신문사로 통합되고, 기술연수원은 오직 전기공사 기술자와 기능공의 교육 및 이에 수반되는 업
무만 전담하도록 함에 따라 신문사 정관 중 일부가 바뀌게 됐다. 이때 기술연구원 직원 중 1명이 신
문사로 충원, 기술지 발간에 협력하게 됐다. 정관 중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신문사운영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신문사가 1985년 10월 15일 별도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인 1986년 8월
12일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문공부 허가까지 취득하자 ‘전기설비’는 신문사의 손을 떠나 협회 기술

부로 이관되고 1986년 9월 1일자로 기술부에서 다시 조사부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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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신문의 모습

창간 20주년
특집호 발행
1984년 5월 17일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전기신보는 기념특집호를 발행했

다. 컬러 4면을 포함, 14면을 발행한 특집호(통권 제836호)는 20년이라는 세월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
을 딛고 고군분투하며 걸어온 지난날을 돌아보는 신문이었다.
기념호는 이러한 20년의 발자취를 담아 전문지의 품위를 지키며 전기산업계와 함께한 애정과 분발
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신문의 1면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사진과 함께 전기신보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축시를 실어
분위기를 살리는 한편, 한전공사 시 자재업체 지입제(持入制)를 오는 7월 1일부터 충북지사 관내 등
8개 사업소에서 처음 실시한다는 보도기사를 머리에 올렸다.

다음 면은 심상우 발행인의 기념사와 최동규(崔東奎) 동력자원부 장관의 축사를 실었는데, 최동규
동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전문지로
서 사명감과 공기(公器)로서의 책임감을 살려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다음 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영권(金榮權) 사장을 비롯한 전기업계, 학회 등 6명의 각계 인사
들이 ‘창간 20주년에 바란다’는 제하로 보내온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기념호 중 특히 3면을 모두 할애해 만든 특집부록이 눈길을 끄는데, ‘전기공사 자재업자 지입제 결
실되기까지’라는 제하의 특집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첫 면은 해설기사를 담았고 다음 양면에 걸쳐
서는 과거 20년부터 미래 20년의 전력사업과 전기공업, 전기공사업 등 각 분야별로 과거를 재조명
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이 부록에 담긴 해설기사에서는 ‘15년의 숙원 조심스런 걸음마 시작’ 이라는 헤드타이틀 아래 초창기
어려움을 딛고 추진되어 오기까지의 과정을 심층 분석으로 보도했다. 또 한전과 공사협회의 줄다리
기식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필요물량의 사전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소아
를 버리고 대국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향후 발전적인 미래방향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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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신문사 설립
1985 - 1996
독립법인이 추진되면서 많은 것들이 보강
되었고, 독립법인 설립 후 신문사 조직과 운
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01 절
독립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 대한전기신문사가
독립법인을 설림함과 동시에
서대문구 창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했다
1986. 10. 28

전기단체 참여
독립법인 추진
1986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원유가격 하락, 국제금리 인하 및 미

달러화 약세 등 ‘3저(低)현상’ 등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1988년까지 연평균 12% 이상의 고
도성장을 지속했다. 국내 전력사업도 3,700만kW 발전설비와 초고압 송변전 시설을 구비하고 전국
을 완전 전화(電化)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전력기술도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
에서 유수한 세계의 기술 선진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이 무렵 사회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선진각국의 높은 보호무역 장벽과 시장개방,
그리고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 등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1990년에는 경상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으며,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불안이 이어지는 등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전기공사업계도 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해외 건설경기 퇴조 등으로 1987년
의 경우, 공사수급 실적이 전년 대비 불과 4% 신장된 1조4,000여억 원에 그쳐 업계의 지속적인 성
장세가 한계에 부딪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이룩한 신뢰와 대의를 바탕으로 부단한 기능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선 6,000여 개에 이
르는 업체(1종 1,672개, 2종 4,279개)가 GNP 대비 18.7%인 총 2조5,127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공
사수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기신보는 1985년까지도 협회 산하 기관지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
태였다. 때문에 기사내용 구성과 구독자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매년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다.
그러던 중 국내 전기관련 단체들을 참여시킨 독립법인을 설립해 전기·전자·통신·에너지 분야
를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전문지로 성장시키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1985년 2
월 8일 전기공사협회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기사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독 확장과 신문 공신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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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 수입

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GDP
대비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GDP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75

-4.4

52.2

22.3

20.6

51.4

21.7

16.2

25.2

1976

-2.8

34.8

11.2

20.2

48.4

22.4

17.4

15.3

1977

-2.6

25.8

9.6

19.8

26.8

10.4

17.2

10.1

1978

-2.5

36.6

11.8

20.0

37.7

12.6

17.6

14.5

1979

-1.4

24.2

4.8

19.4

31.6

11.0

18.0

18.3

1980

-3.0

36.1

9.5

21.6

26.2

1.5

18.6

28.7

1981

-4.3

34.3

14.4

23.0

27.0

8.2

18.8

21.4

1982

-3.9

8.3

2.0

21.7

9.0

2.6

17.8

7.2

1983

-1.4

2.0

-2.7

18.8

15.1

9.7

17.4

3.4

1984

-1.2

11.3

6.5

18.2

12.5

7.7

17.0

2.3

1985

-0.8

9.0

4.6

17.8

11.2

6.7

16.9

2.5

1986

-0.1

4.6

0.4

15.9

9.3

4.9

15.8

2.8

1987

0.2

17.0

11.6

15.8

19.1

13.6

16.0

3.0

1988

1.2

15.2

8.0

15.3

22.3

14.7

16.4

7.2

1989

0.0

22.1

15.5

16.5

13.4

7.2

16.5

5.7

1990

-0.8

29.9

17.6

17.8

23.9

12.3

17.0

8.5

자료 : 한국경제 60년사. KDI

일 수 있었다. 또 전기업계 대변지 역할은 물론 전자·통신·에너지 분야의 전문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협회 및 전기공사업계의 신문 활용이 쉽지 않게 되며 협
회가 자본금 출연 시 일시적인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장단점을 논의해 본 결과 연간 3,000여만 원의 적자운영과 취재원 및 기사 확보의 한계, 공신력 저
하 등 여러 난제에 비하면 별도 법인화시키는 편이 훨씬 발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1985
년 2월 26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독립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결의했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토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10월 중에는 출연기관 선
정과 「범출연기관 설립준비위원회」(발기인)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이후 12월 법인설립을 마무리 지
은 뒤 이듬해 1월에는 문공부 명의변경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았다.
독립법인은 전기공사협회 주도 아래 협회가 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립하
도록 했다. 사용 중인 비품과 집기는 장부가격으로 쳐서 협회 출연금으로 하고 현재의 인력은 희망
자에 한해 흡수토록 했다.
법인의 임원구성과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설립위원회가 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고, 법인설
립에 관한 중요 사항 역시 수시로 이사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인설립(안)
수립
1985년 9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문사 독립법인 설립 추진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10월 15일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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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자원부가 후원하고
전기공사협회가 주최한
제4회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1985. 9. 12

소위원회 또는 업무별 전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법인설립과 동시에 자동해체하
기로 했다.
설립준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대한전기신보사 법인설립추진위원회」으로, 추진위원은 11인 이상,
임원, 지부장, 신문위원 및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편집국장이, 위원 선임기관은 이사회가
담당했다.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출연기관 선정과 출자총액 및 협회 출연금 결정, 신문사 기구와 재산 처리,
법인설립 발기인 선임, 출연기관과 관련협의, 기타 법인설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권한
을 부여받았다.
한편 대한전기협회를 대상으로 한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연석회의가 1985년 12월 26일 협회 회의
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날 법인설립 형태와 출자범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됐다.
당일 구성된 실무 소위원으로는 공사협회 상임이사, 신문사 이영희 편집국장, 전기협회 사무국장
과 출판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조속한 법인설립을 위해 1986년 2월 13일 협회 이사회에서 법인설립추진위원(상임)으로 김영익 이
사를 위촉하고, 협회와 임원, 지부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각도로 협의했다.
독립법인 성격을 주식회사로 방침을 정한 협회는 ‘첫째, 출자총액은 1차 3억 원으로 하되 출자자는
협회와 임원, 지부장 등 각 위원장으로 한다, 둘째, 주식은 1주당 1만원으로 하고 임원, 지부장, 각
위원장은 30주 이상 출자하고 협회는 제20회 정기총회 결의에 의한 출자 예상액(3억~5억원) 중 3억
원을 1984년 협회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출자한다, 셋째, 2차로 자본증자를 통하여 전기관련 협·
단체를 참가하게 한다. 단 협회는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갖는다.’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추
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인시설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법인 발기인은 회장, 임원, 지부장, 각 위원장 전원으로 정하고 발기인 총회는 1986년 2월 24일 전
후 출자가 완료되는 즉시 거행키로 했다. 이때 정관승인과 임원선임도 함께 하고, 설립등기는 발
기인 총회 개최 후 즉시 하되 문공부 변경등록은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로 된 신문은 4월 1일에 발행하며, 출자공모 시기는 5월~6월 중에 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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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추진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 액면가는 1주당 1만원, 총 발행 주식 수는 3만900주로
확정했다. 전기공사협회가 3만주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심상우 대표 이사를 비롯한 임원, 지부장,
각 위원장 등 협회관련 인물 30명이 일률적으로 30주씩 인수, 3월 12일 제일은행 등촌동 지점에 주
금납입금을 보관시켰다.
신문사는 1986년 3월 20일 당시 유동자산 3억112만6,737원(예금 3억81만6,737원, 유가증권 31만원)과
이연자산(창업비) 787만5,230원으로 총 3억 900만967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등록증 갱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협회는 제반사항을 구비하고 간행물 발행 등록절
차를 진행해 나갔다. 법인 명의로 된 신문 발행 시기를 1986년 4월 1일로 정하고 출자공모 시기 또
한 5월에서 6월 중으로 정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3월 22일 문공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서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반려사유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
체인 공사협회가 발행토록 등록되어 있는 당초 발행취지로 미루어 보건데, 신문을 상법상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발행코자 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신문사는 서둘러 동
력자원부 장관 앞으로 5월 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시켰다.

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특수전문 주간지인 대한전기신보를 지난 1966년(복간날
짜 기준)부터 발행, 협회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협회에서 발행하는데 따른 기관지적인 성격이 신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다 창간 당시와 엄청나게 달라진 현재의
사회상(첨단과학의 발달과 수용태세, 회원, 독자들의 증가)과 일종의 문화사업인 신문이 협회의 경직된 정관에 따라야 한다는
비효율성 등이 신문의 독립법인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③ 따라서 협회는 신문의 경영합리화와 대한전기신보를 범전기계의 신문으로 만든다는 취지 아래 1985년 정기총회에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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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법인과 신사옥 마련을
축하하는 당시 신문사 직원들
1986. 10. 28

관계 협·단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신문을 확대개편, 회원들은 물론 전체 전기계의 공익을 도모하는 신문을 만들 것을 결의했
고, 이어 법인화 추진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쳐 1986년 2월 전체 이사, 지부장, 각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④ 이에 따라 1988년 3월 우선 협회가 3억 원, 회원 대표인 이사, 지부장, 각 위원장들이 9백만 원을 출자, 주식회사 ‘대한전기
신문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문화공보부에 발행인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감독관청인 동자부에서 주무 관청인 문공부에
협조공문 발송을 의뢰합니다.

등기부 등본 2부와 주주명부 1부를 첨부하여 심상우 대표이사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후 6월
1일 신문사는 또다시 문공부에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6월 18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발행인 변경등록에 따른 의견회신’이 왔다. 발행인 변경

등록 후 신문사의 확대개편 계획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신문사는 “현행 대한전기신보사의 발행
인 변경등록 후 확대개편 계획대로 다수 전기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하여 나간
다면, 범전기계 대변지로 전기공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업계의 기술과 정보교류, 신문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신문사의 적자운영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는 요지의 회신을 7월 11일 보냈다.
8월에 접어들자 문공부로부터 각서 1부와 문답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재차 있었다.

상기 표와 같이 신문사가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문공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
고, 1986년 8월 12일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갱신 교부 받기에 이르렀다.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친 신문사는 사용 중이던 협회 소유 약 80평 면적의 사무실(등촌동)을 보증금
100만원에 1986년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회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 2대도 구입했다.
8월 22일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업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

업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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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 질의에 대한 전기신문의 답변 내용
질의서(문공부)

답변(전기신문)

①

변경내용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되어있던 발행소를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로 바꾸고 편집인 임인재를 심상우로 변경.

②

변경코자 하는 구체적 사유

본보의 주된 시장인 전기업계는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각 분야는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유일의 전기관계 전문지인 전기신보는 그 중 한 분야인 전기공사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기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업계 협·단체의 참여만이 본 전기신보나 전기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발행주체를 주식회사로 변경키로 한 것임.
또 선진국의 첨단산업 발달로 기술이나 제품개발 등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뤄지는 등 사회나 업계의 변혁이 심한데도
전기신문은 경직된 규정을 가진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므로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해 협회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
결의를 거쳐 신문의 독립법인화를 결정했음.

③

귀지에 종사하는 직원 현황 및 보수액

신문사 근무 직원은 협회소속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제외, 총 21명의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인당 2개월
평균급료는 43만여 원..이영희(李榮熙, 업무·편집 담당) 국장, 정두효(鄭斗孝, 취재·편집) 부장, 최재은(崔在殷,
취재) 차장, 라철균(羅哲均, 취재)․이동욱(李東旭, 취재)․박기웅(朴琪雄, 편집)․신홍주(辛鴻周, 편집)․백광열(白光烈,
취재)․박소희(취재)․ 조여란(趙與蘭, 편집) 기자, 김기연(金基演, 서무·영업) 부장, 사무원 이문근(李文根,
경리·서무)․박영신(朴映信, 경리), 반장 이규철(공무), 기능직 고유연(공무)․김수한(공무)․임유순(공무)․이석민(
공무), 촉탁직 이웅종(李雄鍾, 편집), 김기승(金起承, 광고), 김상용(金相龍, 광고)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직원임.

④

일부 사에서는기자증(보도증)을 남발하여 사회
비리를자행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귀사의 직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현황은(잡지 협회 발급 및 자체
발급 구분)?

신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기자들에게는
주간신문협회장이 등록을 확인해주는 기자증 발급. 그러나 기자증은 실효가 없어 금년 들어 한 사람도 갱신을 한
바 없으며 기간이 경과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영희 국장을 비롯한 정두효 부장, 최재은 차장, 이동욱,
라철균, 박기웅 기자 등 6명으로, 1985년 10월 1일자로 발급된 기자증임.

⑤

최근 귀사의 월 평균 수입과 월 지출의 세부내역
및 광고수입 대 지대수입 비율

지난 4, 5, 6월 2/4분기 신문사 수입은 월평균 2,360만5,000원(구독료 1,070만6,000원, 광고료 1,289만9,000원)이며, 이
기간 동안의 지출은 인건비 1,107만2,000원을 비롯해 총 2,234만1,000원. 광고와 지대수입의 비율은 55 : 45임.

⑥

잡지언론이 국민의 지적향상과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바, 귀지의 종사자들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시는
지요? 또한 이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 재교육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전기신보사는 종사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실력이나 성적보다 인간성이나 성실도 등에 더 비중을
두고 채용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기자들은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 계도에 앞장서는
직종이므로 자질향상을 위해 전 종사원들은 채용 후 신입사원 교육은 물론 정기적인 재교육을 제도화시킨 바 있음.
이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는 일 년에 3일 이상의 자체 재교육과 동자부에서 실시하는 정신 또는 경제교육, 그리고
일 년에 1회 이상으로 자연보호운동, 사회봉사활등 등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자들은 언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주간지 기자 교육에도 수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시대의 중요성을 감안, 신문사가
독립되더라도 규정에 삽입, 제도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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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 질의에 대한 전기신문의 답변 내용
질의서(문공부)

답변(전기신문)

⑦

상기내용의 변경 후 앞으로의 새로운
편집 계획이나 운영 계획

전기전문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체 전기업계의 소식을 공정하게 보도하겠음. 전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달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지면의 구성을 재정립하도록 구상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기업계지 본연의 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외신면을 보강, 선진기술 보도에 치중함으로써 전기업계에
기술이나 제품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음.
또 운영 면에서도 혁신을 기해 전기공사협회 단독으로 운영되어 온 신문의 문호를 개방, 전기관계 협·단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단체들과 협의도 계속하겠음.

⑧

일부 사에서는 잡지발행 보급과 관련 강매행위,
광고게재 강요 등의 사회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귀사 경우에
있어서의 예방책은?

신문의 수입은 대체로 독자에 의한 지대수입과 광고수입이 주를 이루며 전기업계는 그 시장이 한정되어 있음. 또
전기신문사는 상기 내용이 변경되면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전기관계 협·단체가 주주가 되므로 전기업계 각 협회
회원, 그리고 조합원들이 주인이며 광고주가 되는 것. 따라서 창간된 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독자와 많은 장기계약 광고주가 주인이 될 것이므로 더욱더 말썽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좁은 시장, 그것도 대부분 서로 친분이 있는 처지에서 비리가 생기면 당장 소문이 나고 그 소문으로
책임추궁이 따르게 되므로 운영진이나 종사자 그 누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음. 그러므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편집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독자확보에 따른 광고효과 증대로 많은 광고주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로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할 것. 처우개선은 주주 거의가 비영리단체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일벌백계의 엄한 벌로 비리를 예방하겠음.

⑨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한국도서 잡지 주간신문
윤리위원회의 실천 요강을 준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 및 이의 위반
시 당부(當部)의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감수하시겠는지요?

발행인은 오래 전부터 주간신문협회 이사로 위촉되어 있으며 지금의 윤리위 실천요강을 확정지을 때 발의를
하고 결의에도 동의한 사람 중의 한 명임. 오랫동안 조직생활에 몸담아 오면서 조직에서 결정한 일은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당국의 조치도 충분히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음.

⑩

기타 언론기본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부의 행정조치를 감수 하여야
됨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있음.

Chapter 2 한국전기신문사 설립 1985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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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제정된
신문사 마크
1986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로
새 출발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연석회의는 1985년 12월 26일, 1986년 1월 4일,
1986년 1월 15일 등 세 차례에 거쳐 개최되었는데, 3차 연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전기

신문사’의 정관이 제정됐다.
신문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은 총칙과 주식, 주주총회, 임원, 이사회, 결산 등 6개 장과 전문 33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제1장 총칙에는 상호와 목적, 사업, 소재지, 공고방법을, 제2장 주식 조항에
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주
식의 양도 및 주권의 명의 개서, 주권의 재발행, 수수료,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주주명부의 폐쇄
를 담았다. 제3장 주주총회 조항에는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총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의결
권, 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제4장 임원조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원수,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이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 보수와 퇴직금 등을 담았으며, 제5장 이사회 조항에는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 의결사항, 회의록을, 제6장 결산 조항에는 영업연도, 손익계산과 처
분, 주주 배당금 등을 중점조항으로 넣었다.
정관 작성 후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했으며, 3월 12일 문공부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이 정
관은 주식회사 발족일인 1986년 9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관 이외에 신문사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직제규정과 근로기준법 제94
조 규정에 의해 회사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취업규정, 그리고 회
사의 회계업무 기준으로 정해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한 보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계규정,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와 급여기준, 지
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 등 제규정도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추진해오던 독립법인 설립 문제를 매듭짓고, 당초 예상대로라면 법인명의 첫
신문발행에는 인가 후 2~3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행 정기간행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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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신문사
발족 사고(社告)
1986. 9. 4

●● 한국전기신문사
현판식

변경인가가 나면 그 다음호부터 곧바로 새 법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986년 8월 21일자 943호부터 대한전기신문사 명의로 된 신문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새 법인도 8월 22일 제1회 이사회를 거쳐 9월 1일 발족했다.
제1회 이사회에서는 제규정 제정에 관한 건과 제1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정에 관한 건이 토의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제호변경(‘신보’대신 ‘신문’이라는 제호 사용)에 관한 의견이 이때 나왔다
는 사실이다. 당시의 주간신문법상 ‘신문’이라는 제호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제
약조건은 신문사로선 늘 아쉬움을 갖게 만드는 요소였다. 또한 취재 및 광고영업 활성화를 위해 교
통 및 제반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인사이동도 있었다. 공무부 직원 5명과 취재부 기자가 한 명이 퇴사하고 5명의 업무국 직원(권오식,
민배식, 이규용, 김형광, 양영숙)이 입사함에 따라 신문사 직원은 종전 21명에서 20명이 됐다.

이영희 편집국장은 업무국장과 편집부장을 겸임하였고, 정두효 편집부장은 취재부장 직무대리로,
최재은 취재부 기자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이문근 업무부원은 업무부 차장으로, 김기승 광고
부원은 광고영업부장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김기연 서무부장은 업무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모두
는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신문제호의 영문표기는 「The Korea Electric Times」로, 회사명은 ‘Korea Electric Times co.Ltd.’로 결
정하고, 이 또한 대한전기신문사 발족일인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회사내규 등 협회 연관 업무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족하고 보니 사무가 제대로 될 리 없었
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법인발족기념 특집호를 계획, 10월 9일자 지령 제949호는 16면 컬러특집으
로 발행했다.
기념특집호에서 심상우 대표이사는, ‘새 법인을 맡으면서’라는 제하의 글(2면)을 통해 “전기계는 많
은 분야, 많은 업계로 나눠져 있으며 이 모든 분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 분야만
의 발전으로는 전체 전기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심을 가진 모든 업계에 고
루 참여할 길을 터주기 위해 주식회사로 발족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이어 “대한전기신보는 앞으
로 전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관심 있는 소식을 고루 취급, 다채로운 편집과 기획, 알찬 정보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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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공히 범 전기계 신문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0면에는 박금규(朴錦圭) 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용현(白龍鉉) 대한전기학회 회장, 배수억(裵壽
億)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학(李龍鶴)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완(李龍完) 전기용품판

매조합연합회 회장, 이창(李昌) 전기통신공사협회 회장, 한기웅(韓基雄) 열관리시공협회 회장, 박도
규(朴道圭) 전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천수(裵天水) 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선홍(金善洪)
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보내온 대한전기신문사 발족 축하 메시지와 격려의 글이 실렸다.
11면에는 박재삼(朴在森) 시인이 보내준 송시(頌詩)와 ‘전기의 날’ 전기산업인 최고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능(一能) 이홍직(李鴻稙) 옹의 축하 휘호, 율당(栗堂) 김종섭(金鍾燮) 화백의 동양화 한 점 등
을 담아 새 출발의 의미가 한층 더 빛이 났다.
한편 새 법인 탄생을 계기로 9월 12일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병욱(崔炳郁) 전 경향신문 논설위
원을 비상근 논설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제1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5-3번
지에 위치한 4층 슬라브 건물을 새 보금자리로 1986년 10월 3일 전세 체결하고,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신사옥으로 이전한 신문사는 사장(社章: 마크)과 사시(社是), 기자신분증을 새로 제작했다.
‘정확한 보도, 기술의 제고, 제작의 전문화’가 새로운 사시로 탄생했으며, 전기전문지로서 새로운
전기소식을 정필정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청색바탕에 3개의 펜촉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
상의 신문사 마크(백색)도 만들었다. 이는 정의로움(흰색)을 바탕으로 전기계를 보호(청색)하겠다는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마크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화합과 안정을 의미하며, 번개표시
는 일명 전기표시로 전기전문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신속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3개의 펜촉은
정론(正論)을 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 제작된 사장과 사시는 1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새 출발에 대한 모든 것을 갖춘 후 11월 6일에는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 발족기념과 사
옥이전을 겸한 회사발족 자축연을 전기공사협회 임원들과 각 시도 지부장, 주주, 전기업계 관계자,
각 전기관련 단체, 각 신문사, 광고업체 등을 초대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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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령 1천호 돌파

대한전기신보에서
한국전기신문으로

독립법인 설립 이후 1987년 5월 21일 신문사는 시대의 조류에 동참한다
는 취지로 회사명과 신문제호를 변경키로 했다.
회사명 ‘대한전기신문사’는 ‘한국전기신문사’로, 신문제호 ‘대한전기신보’ 는 ‘한국전기신문’ 으로 바
꾸고 사시(社是) 역시 ‘전기문화(電氣文化)의 창달(暢達), 공정성(公正性)의 견지(堅持), 정확(正確)한 보
도(報道)’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목적 및 사업을 설립취지에 충실하도록 보완 정리하여 대내외에 새로운 면모로 부
각시키고자 정관개정에 착수했다.
총칙과 주식, 주주총회, 임원, 이사회, 결산 등 6개 장 가운데 제1장 총칙 5개 조항 중 4개 조항만
개정했는데, 회사 명칭 변경과 제호 변경 및 조문 개정, 사업목적 개정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정했다.
1987년 6월 24일 개최된 제5회 이사회에서는 신문의 발행일을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8면

발행에서 격주 12면으로 증면하여 7월 6일자부터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문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고자 취재계획 및 편집계획을 정확히 수립, 이에 맞춰 신문
을 만들기로 하고 기자들의 취재 건수 및 지면할애 상황 평가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문제작에
관해서는 각 지면계획 및 분포 정리, 게재 내용의 사전선별 실시, 인쇄 전 사전교열 실시, 신문제작
방법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밖에 신문제작에 필요불가결한 사전류와 최신 정보원과의 연락 등 각종 자료를 구비한 자료실
설치, 기자들의 통신연락을 위한 호출기(일명 삐삐), 지휘탑으로 이용될 카폰과 팩시밀리 등 통신연
락장비 구비, 카메라 2대, 녹음기 3대, 비디오 세트 1식, 기동력 확보를 위한 차량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 중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신문사 지위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전기계 인사들로
구성된 「신문사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기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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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사장 취임 및
전기신문 창간 23주년 기념식
1987. 6. 1

전기문화회관은 재단법인 성격으로, 범전기계 사업으로 추진하되 성금·기금·협회 지원금 등의
자금으로 건립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를 전담케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한편 1981년 이래 1987년 5월 22일까지 재직하면서 신문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공을 세운 이영희
편집국장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함에 따라 후임에 임무본(林茂本) 신임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편집국
취재부는 취재 1과와 2과로 개편, 취재 2차장 직무대리에 라철균 기자가 임명됐으며, 편집부 기자
들에게도 직무를 분담시켜 편집일반 및 자료 관리담당에 조여란 기자를, 특집담당에 이정호 기자
를 임명했다.
한편 상호, 제호의 변경등기 승인을 얻기 위한 7월 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 원안대로 변경할
것이 의결되자 9월 1일 법원에 등기 접수, 등기 완료 후 9월 15일 문공부 기재사항 변경을 접수시
켰다.
그리고 10월 19일자와 10월 28일자 신문에 이를 게재, 신문사는 회사명과 신문제호 변경에 관해 적
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독립법인의
성공적인 평가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 발족 후 1986년 12월 26일 개최된 제2회 이사
회에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이르는 3개월간의 실적이 보고됐다.
신문지대 수입은 당초 목표 7,000부에 못미처 감소하였으나(2,973만2,000원) 수탁 광고료 수입은 적
극적인 광고수주 활동 덕으로 약 50% 정도 늘어난 5,582만4,000원을 기록,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630만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자수입 299만1,000원을 합치면 이 기간 동안의

총 수입은 9,35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비를 합친 총 지출은 7,613만5,000원으로 당기이익이 1,741만2,000원
으로 나타나 독립법인 체제 후 첫 사업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146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지령 1,000호
특집 기사

한편 수습기자 채용을 위해 1987년 1월 2개 대학에 추천서를 발송, 박기종, 이정호, 이희영 등 3명
(2.1자 발령)의 기자를 선발했다.

1987년 5월 20일에는 이창근(李昌根) 공사협회 회장이 신임 신문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엄정흠
(嚴政欽(전무이사), 김광익(金榮謚), 최현수(崔鉉洙), 박영서(朴英緖), 이성재(李成載), 이영우(李榮雨), 최

종윤(崔鍾允) 이사와 유경열(柳景烈), 이경서(李慶瑞) 감사 등도 새 임원으로 선출됐다.
이창근 사장 취임 후 첫 이사회가 5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원 보
수규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전무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는데, 명시된 보수표의 기본
급을 일률적으로 2만원 인상함과 동시에 주식보조비를 기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전무이사의 보수 역시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신문사는 2국 4개 부서에 임원(상임) 1명과 직원 22명(관리 9명, 제조 13명)으로, 사장과 전무이
사 아래 편집국과 업무국을 두었고 편집국에는 취재부와 편집부를, 업무국에는 업무부와 광고부를
두고 있었다.

마침내 지령
1,000호!

마침내 지령 1,000호 한국전기신문이 1987년 11월 2일자로 창간 23주년
만에 발행됐다. 이에 지령 1,000호를 발행하기까지 신문제작에 많은 도움을 준 광고주는 물론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손꼽아 기다려준 애독자들에게 보답하고자 한국전기신문은 지령 1,000호를 알찬
내용을 담은 16면(컬러면 포함)으로 발행했다.
1면 헤드라인은 ‘전력사업 선진화 계획 확대’라는 제하로 당시 추진 중인 전력설비 종합자동화와 전

기기자재 품질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소식을 싣고, 그 옆에 이창근 사장의 “지령 1,000호를
분수령으로 신문사는 새 이름 새 얼굴로 새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게 되었으며, 이는 신문사 제2의
창업을 뜻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담은 인사말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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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호 및 1,001호
기념메달 모습

하단 사고(社告)란에는 지령 1,001호부터 변경된 제호와 상호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3면 사설에서는 주간지 성격상 일간지에게 시간상 쫓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간지가 취급

하지 못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 심층취재를 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는 점에 대해 피력하면서 “결
코 1,000호의 족적에 자기도취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부터 더욱 자기혁신의 노력과 함께 부단히
필봉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지는 글이 게재됐다.
최창락(崔昌洛) 당시 동자부장관과 오 명(吳明) 체신부장관, 한봉수(韓鳳洙) 한전사장이 보내온 ‘대한
전기신보 지령 1,000호 기념축사’도 2면에 실렸는데, 최창락 동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짜임새있
는 편집과 소중한 정보를 공정하고 소상하게 전해주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앞으
로도 시대사명에 충실한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명 체신부장관은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국내 정보통신 산업계 움직임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 또 이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내용의 축사를 보내
왔다.
한봉수 한전사장은 “1,000호란 단위는 그 하나하나가 일주일을 대신한 하나이며, 그 속에 전기계를
대변한 뜨거운 사명과 정열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숫자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값진 의미가
담겨있다.”고 강조한 뒤, “제호를 바꾸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모습도 매우 의미 깊은 일로 받아들
여진다.”는 글로 끝을 맺었다.
3면 전면을 할애한 기획특집 ‘지령 1,000호, 지나온 발자취’에서는 1964년 창간된 이래 23년째로 접

어든 신문의 역사를 일일이 되짚어보면서, 오늘날과 같은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80년 말 시
작한 대판 발행부터라고 평가했다.
또 설립 이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운영돼온 신문이 1986년 2월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 발기
인 총회를 거쳐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내용에 이어 1987년 7월부터 격주 12면으
로 증면, 지면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한국전기신문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이밖에 창간 이후 지령 1,000호 발행에 이르기까지 신문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가영, 김옥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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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 1000호 및
1001호 발행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상도, 심상우, 한창수, 백낙승 씨 등 역대 발행인을 비롯한 이경복, 이판개, 조남철, 홍동진, 김영
익, 임인재 씨 등 역대 편집인, 천백원, 이상붕, 서기복, 이창혁, 이종학, 김서경, 안범수, 백 호, 이
영희, 안기덕 씨 등 역대 편집국장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는 치하의 글과 함께 창간 10주
년 기념행사 사진과 독립법인 발족기념 자축연 사진도 담았다.
4면에는 ‘지령 1,000호 대한전기신보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각계 각층 전기업계 인사들의 기고문을

실었다.
배수억(裵壽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용학(李龍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선
홍(金善洪)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완보(朴完敎)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금
규(朴錦圭)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명철(高明哲)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창(李昌)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회장, 한기웅(韓基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이용완(李龍完) 전기용품판
매조합연합회 회장, 김명준(金明俊)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제언을
보내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전기신문이 업계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
면서 첨단정보의 제공과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기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전기계 육성 발전을 위해 몸 바친 전기가문 ‘이천전기’의 장직상(張稷相), 병
찬(炳贊), 세창(世昌) 3대의 삶을 다룬 현장르포(7면)와 보도특집 ‘전기문화 그 100년(9면)’ 등이 있다.
인터뷰도 빠지지 않았는데, 10면에서 한국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계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종훈 한전 부사장과 박경섭(朴敬燮) 효성중공업 부사장, 김광익 서전사 대표, 원능희 한국전
기연구소 연구기획부장 등 4명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종훈 부사장은 국내 원전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공로로, 박경섭 부사장은 전기기술 수준 선진화
에 기여한 공로, 김광익 대표는 업계 반세기를 지켜온 대원로라는 점에서, 원능희 부장은 송·배전
분야 연구에 많은 공훈을 세운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1면을 장식한 신경림(申庚林) 시인의 축시와 홍종명(洪鍾鳴) 화백의 서양화는 한국전기신문 1,000

호 지면을 한층 빛내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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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 선생이 기증한
1,001호 기념 휘호 작품

12·13면 양면에 걸쳐 실린 산업자동화의 현재와 미래전망을 다른 ‘공장자동화 어디까지 와있나(합
동취재반)’ 제하의 현장 르포 기사 등도 독자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15면에는 부태환(夫太煥) 동력자원부 정책과장, 조용기(趙容驥) 신아전기 회장, 박희순(朴禧淳) 대원

전선 사장, 유경열(柳景烈) 유성전설 사장, 김관웅(金寬雄) 한전 배전처 부처장 등을 초빙, 각계의 의
견과 대책방안 등을 들어본 ‘전기계 현황과 향후전망’에 관한 좌담회 기사를 실었다. 임무본(林茂本)
편집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 좌담회에서는, 전기업계가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나 첨단기술산
업에 밀려 최근에는 주춤거리는 상태에 있다고 입을 모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령 제1,001호
한국전기신문

변경된 상호와 제호는 지령 제1,000호인 1987년 11월 2일자 신문부터 사
용하기로 했으나, 지가의 수 ‘1’이 들어가는 1,001호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11월 16
일자 1,001호부터 「한국전기신문」이라는 제호를 처음 사용했다.
이때부터 사용한 「韓國電氣新聞」 한자 제호는 일중(一中) 김충현(金忠顯) 선생의 작품이다. 신문사는
대한전기신보 1,000호 및 한국전기신문 1,001호 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기념메달을 제작, 배포하
여 신문의 1,000호 달성 돌파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한국전기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되었음을 범전
기계 및 에너지업계에 공표했다.
컬러면 포함하여 16면으로 발행된 지령 1,001호의 1면은 일중 선생이 특별히 기증한 ‘전기문화창달
(電氣文化暢達)’ 휘호로 꾸몄으며, 2면에는 한국전기신문 1,001호 기념축하 리셉션의 이모저모가 사

진과 함께 톱기사로 실렸다.
리셉션은 최창락(崔昌洛) 당시 동력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이종훈(李宗勳) 한전 부사장, 이동규(李東圭)
전력국장, 본사 이창근 사장, 엄정흠 전무이사 등 기관·업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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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가 한국전기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된
지령 1001호 신문
1987. 11. 16

모로 거행됐으며, 전기업계 발전을 위한 대변지로서 한국전기신문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면 ‘원고(高)가 몰고 온 큰 파문’이라는 제하의 사설은 원화의 대미(對美) 달러에 대한 환율이 결국
700원대로 진입, 한국경제에 ‘원고 시대’의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전기문화

창달’이라는 제목을 단 연재칼럼 ‘Ω의 세계(엄정흠 전무이사)’에서는, 대한전기신보에서 한국전기신
문으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점에서 담당해야 할 몫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전기신문이
전기업계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몫을 해온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도 이 땅의 전기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책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3면은 오 명(吳明) 당시 체신부장관의 특별인터뷰를 전면에 걸쳐 실었다. 임무본 편집국장과의 대담

으로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오 명 장관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고,
기존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주력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체신부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
분을 연차 매각하여 1989년부터 통신공사로 민영화할 예정이라는 사업계획도 천명했다.
13면에는 ‘배전자동화 그 막이 오르다’라는 제하로 국내 처음으로 배전자동화를 실시한 서수원 변

전소를 현장 취재한 르포기사를, 16면에는 ‘고온 초전도 실용화 눈앞에’라는 제목으로 값이 싼 세라
믹 등 초전도체 개발이 한창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술정보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한편 상호·제호변경을 계기로 지면쇄신 작업에 들어간 신문사는 증면을 단행, 1988년 1월 1일부
로 매주 12면을 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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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신문 1,001호 제2면 / 칼럼 전문

전기문화
창달
지난 2일, 대한전기신보가 창간 이래 23년여 우리 전기업계의 대변지로서 꾸준히 그 성가(聲價)를 높이면서 마침내 제
1,000호 발행을 기록함으로써 그 역사의 한 시기를 긋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은 이를 계승한 한국전기신문이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 각오로 그 사명을 보다 충실히 하고
자 제호도 새로이 제1,001호로서 다시 출발에 나섰다. 한국 전기 100년을 맞는 지금, 돌이켜 보건대 지난 4반세기는 이
나라가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주력 기간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전기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일 뿐 아니라, 오늘날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한국전기신문은 전기계와 더불어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
의 복지증진에 큰 몫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이 땅의 ‘전기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책무가 큼을 또한
잘 안다.
‘전기계’가 있고 ‘한국전기신문’이 있다. ‘신문은 그 나라의 거울’ 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변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6.29 선언 이후 민주화의 물결 속에 그 변화의 향상이 놀라울
만큼 유동되어 감을 우리는 본다. 한편 우리는 국제화·정보화·전문화·자동화·성력화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의 추세
가운데 살고 있다.
한국전기신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계의 반려자로서 그 발전을 꾀하며 아울러 목탁으로서
의 구실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체의 사회적 공기성을 깊이 인식하고, 언론의 책임 있
는 자유(Accountable Freedom)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아가 전기계의 전문지로서 특수성을 통찰하여, 특히 정보사회
에 있어서 그 첨병임을 자임하고 그 기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계의 선진화와 전기문화의 창달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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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협회가
시행한 대민봉사 활동을
취재 보도했다
1988. 8. 1

수준 높은
신문 제작에
총력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 폐지와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

정, 시행되면서 신문등록이 자유로워지자 각종 전기전문지들이 간행물 등록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전기통신일보(발행인: 고하윤), 공업신문(발행인: 엄자경), 한국공업신문(발행인: 한명상) 등이 문화공보
부에 일간지 등록을 신청한데 이어 전기뉴스(발행인: 이청림)도 주간지 등록을 서두르는 등 1988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전기전문지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한국전기신문사도 이에 경영전략
의 일대쇄신을 꾀하면서 현실에 맞는 정관과 직제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임직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총력을 기울여 경영안정과 양질의 신문제작에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1 ) 정관 등 주요 개정 내용       

신문사 운영전반에 기본이 되는 정관의 일부를 1989년 5

월 23일(제12회 이사회) 개정했다.
현실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 개정된 정관은 총 6개 장 가운데 제1장의 총칙과 제2장
주식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3장 주주총회 항목 중 정기주주총회 조항(15조)과 총회의 의결
사항 조항(18조), 의결권 조항(19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항(20조) 중 일부를 개정했다.
제4장 임원 항목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원수 조항(21조)과 이사의 선임 조항(22조), 보수와 퇴직금 조
항(26조)을 개정하고, 제5장 이사회 항목에서는 이사회의 소집 조항(27조)과 이사회의 결의 조항(28
조), 이사회 의결사항 조항(29조) 중 일부를 개정했으며, 제7장과 8장을 신설했다.

제15조 정기주주총회 조항을 개정한 것은 사장의 법적명칭에 의거 조문을 정리하고 사장 부재 시
총회 소집권자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데 목적이 있었고,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4, 5, 6항
을 신설하고 4항을 7항의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결정과 자본금 감소가 상법상 총
회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19조 의결권 조항의 개정이유는 위임장 제출시기의 해석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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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중 ①항의 개정사유는 의결사항의 성격에 비춰 이 의결
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고, ②항의 조문은 문장을 다듬어 재정리했다. 신설된 ③항은 총회의 의
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었고 ④항을 신설한 이유는 의결권 행사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업무 집행이사의 명칭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
계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22조 이사의 선임 조항에서는 내용 변동 없이 정
리했다. 26조 보수와 퇴직금 조항 중 ①항은 각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회장 부재 시 사장대리권
행사의 근거를 두기 위해 개정했고, ④항의 개정은 부당한 의결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서였다. 27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은 큰 변동 없이 조문만 정리했다. 제28조 이사회의
결의 조항을 ①②③항으로 세분한 이유는 조문정리와 함께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조항은 18조의 개정에 의거 조문을 정리했다.
정관의 변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장 정관의 변경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규정제정의 근거를
두기 위해 부칙을 제8장 보칙 항목으로 개정 준용과 세부규정 등 2개 조항을 추가했다.
정관 개정과 함께 직제·보수규정도 개정됐다. 일반직과 기자직으로만 구분하던 직제를 기자직,
사무직, 영업직, 기능직으로 세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수개정이 그 주요골자였다.
신문보급 확충과 지사관리를 위해 보급부를 신설, 운영하고 취재 출입자의 구분을 확고히 하기 위
해 종전의 2국(편집국, 업무국) 4개(편집부, 취재부, 업무부, 광고부) 부서를 2국(편집국, 업무국) 6개(편집
부, 취재1·2부, 업무부, 광고영업부, 보급부) 부서로 세분화했다. 보급부에는 지사, 지국, 보급소를 두

고 취재부도 1, 2부로 세분화하여 취재1부는 강전(强電)을, 취재2부는 약전(弱電)을 담당하게 했다.
보수개정은 1급 5.8%, 2급 6.9%, 3급 8%, 4급 10%, 5급 16% 인상 등 현행 보수에서 평균 9.3% 인
상 조정하되 본봉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수당 중 특수근무 수당을 3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1989년 7월 20일 제13회 이사회에는 업무국 내에 있는 광고영업 부서와 보급부서를 영업부로 통

합, 기구를 축소하고 직급별 직원 정원과 부서의 업무를 조정했다. 이로써 신문사 기구는 2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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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 모습을
취재 보도하는 등
취재의 폭을 넓혀 갔다
1988. 10. 20

부서에서 2국(편집국, 업무국) 5개(편집부, 취재1·2부, 업무부, 영업부) 부서로 다시 개편됐다.
보수규정 개정도 함께 이뤄졌는데, 전문이사 보수를 인상하고 직원 본봉과 직책수당도 1급 8.3%,
2급 9.0%, 3급 10.2%, 4급 11.6%, 5급 12.4%, 기능직 11.3% 인상 등 공사협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평균,10.5% 인상 조정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약 2년 후인 1991년 5월 22일, 또 한 차례 직제규정 개정이 있었다. 영업부서를
광고부와 보급부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영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취재부서는 강전과 약전
담당 외에 전기기기 제조회사 전문담당을 추가, 제조관련 기사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했다. 이에 따
라 신문사는 2국 5개 부서에서 2국(편집국, 업무국) 7개(편집부, 취재 1·2·3부, 업무부, 보급부, 광고부)
부서로 나뉘었다.
편집부와 취재1부, 취재2부는 종전과 같은 업무를 맡았지만 신설된 취재3부는 제조부문 기획취재
와 그에 관한 원고청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신설된 광고부는 종전의 영업부가 담당했던 업무 중 광고청탁과 광고대행 계약에 관한 일을 맡게
됐다. 보급부 역시 신설되어, 신문보급 및 판매에 관한 업무와 지사, 지국, 보급소, 관리에 관한 업
무(판매관리, 수금관리)를 관장케 했다.
이렇게 대대적인 정관개정을 거쳤지만 업무 원활을 위해 1990년 6월 14일 다시 정관의 일부를 개
정했다. 이사 수를 15명으로 변경하고 임원 직무를 전무이사에서 관리이사 및 편집이사로 구분했
는데, 이는 관리 및 편집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관리이사는 회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
며 편집이사는 신문제작을 통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이사의 인원은 현행 11명에서 사장과 관
리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한 15명(대표이사 사장 1명, 편집이사·관리이사 등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12
명)이 됐다.

1991년 5월 22일 열린 제17회 이사회에서도 정관 중 일부 개정의 건이 회부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사의 원수를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단정하고 있어 결원 임원이 발생
할 경우 새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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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사 설치 등 변화모색       

이 무렵 거의 매 이사회 때마다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

건을 내놓고 그에 대한 결의를 다졌는데, 지사 설치, 사옥 이전, 원고료와 원화료 인상, 상임고문
위촉 등이 주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 1988년 12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문사 주 수입원인 신문지대 및 광고 수탁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 일원에 지사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흑자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도 있었지만 취재영역을 확산, 각 지역의 업계 정보를 기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
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관리하는 경인지사를 비롯해 충청 남·북도의 충청지사, 전라 남·북도
의 호남지사, 부산·경상남도의 부산지사, 대구·경북의 대구지사 등 5개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사 중 덕망과 신뢰가 있으며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엄선, 지사
장으로 임명했다. 최초 계약부수 100부, 지사장 담보계약금은 200만원으로 하는 세부내용도 이때
정했다.
취재활동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후 기동성은 생겼으나, 협회
와 거리가 멀어 불편함 또한 적지 않았다. 이에 1988년 11월 14일 강서구 등촌동 소재 현 협회 사옥
의 일부를 임차해 다시 이전했다.
한편 1990년 6월말 신문부수 현황은, 유가지 6,129부(일반 독자 678부, 회원 독자 4,451부, 홍보용 1000
부), 무가지 1,871부(광고홍보용 900부, 취재용 80부, 일반 독자 신청용 41부, 기타 보관 및 취재, 광고자 소지
용 850부)로 회당 8,000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해 1월 11일, 물가인상이나 증면 등 제반여건

의 변동을 고려해 구독료와 광고료의 인상을 결정하고 현실에 맞춰 원고료와 원화료 또한 인상키
로 했다.
이때 책정된 구독료는 1부 800원, 월정 3,000원, 연간 3만   6,000원으로 종전(1부 550원, 월 2,200원,
연 2만6,400원)에 비해 36% 인상된 가격이었으나 1부당 제조원가가 810원(1990년 12월 말 기준)인 것

을 감안하면 원가에는 못 미치지만, 1부당 210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발행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적정한 인상폭이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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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개정 관련기사
1989. 12. 11

인상된 광고료는 영업 광고의 경우 1단×1㎝당 흑백은 6,500원, 컬러 1만3,000원이었으며, 전1단
광고는 흑백 24만원에 컬러는 48만원, 제하 광고는 15만원이었다. 또한 기사 중 돌출광고는 12만
원(2단×6㎝), 특수 광고8는 1단×1㎝당 흑백 8,000원 전면광고의 경우 1단×1당㎝ 흑백은 6,500원,
컬러 1만3,000원으로 각 종류별로 20~30% 인상 조정했다.
원고료 역시 타 신문사 원고료를 참조해 창작원고는 종전의 매당 2,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도서 원고는 매당 1,000~2,000원에서 컷당 2만5,000~3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매주 실리고 있는 만화 및 만평의 원화료 매당 1,000~2,000원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 역시 현
실에 맞게 재조정했다. 개정된 구독료와 광고료, 원고료는 1991년 4월 1일자로 시행됐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과 한전을 거쳐 1985년부터 전기공사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극래 상임고문을 위촉, 신문사 운영 활성화를 꾀했다.
이 무렵 신문사는 업무부에 근무하던 이호경을 취재부 기자로 전보발령하고, 업무부 결원 보충 및
보급강화를 위해 이홍우와 조경진 등 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약간의 인원을 보충한 신문사는 임무본 편집국장 포함 14명의 편집국 직원과 이문근 업무국장 포
함 14명의 업무국 직원 등 총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

공고, 부고, 사과문, 성명서, 해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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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화를 통한 새로운 모습 선보여

증면 발행
계획 수립
1990년대에 들어서자 국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

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기신문은 그때까지도 종전의 발간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자 신문사는 장기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현행 주1회 12면 발행에서 격주
16면으로 증면발행을 시행하고, 향후에는 주2회 발간까지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 1991년 11월
7일 개최된 제18회 이사회에 보고했다.

당시 각 부서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사업추진계획(안)은 이동욱 당시 취재부장을 비롯한 민배
식 광고부장, 이규철 보급부장, 이문근 업무부장 등 각 부서장의 보고로 이어졌다.
편집·취재부의 지면구성(안)에는 전기공사업계 정보면, 한국전력공사 관련면, 유통정보면(자제 유
통상가 동향) 등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고, 조달청, 주택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설부, 한전, 서울시

및 각 구청 등 공사 발주처의 공사계획 및 현장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신문 본연의 기능인
정보전달 역할과 사명을 철저하게 완수한다. 컴퓨터, OA·FA 분야 등 산업전자 부문을 적극적으
로 개척, 신속 정확히 보도하고, 전기·전자업계를 비롯한 관련부처 유명 인사들을 초빙, 지상 간
담회를 개최해 독자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업계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며, 정
책 및 개진방향 등에 관한 사회 저명인사의 원고를 청탁,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향상시킨다.
전기·전자·에너지 등 업계 관련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취재 보도하여 새로
운 소식을 빠르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객원인사 사설을 게재하여 신문의 계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고부에서는 사업경과 보고를 통해, 199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조업 분
야 200업체, 관련단체 20업체, 기타 15업체 등 총 235업체로 구성된 광고주에 대한 상반기 총 수주
실적이 1억8,865만2,673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월 평균 수주실적은 3,144만2,000원으
로, 전년도 상반기 실적 2,547만3,000원에 비해 2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예산 대 실적대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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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관련기사
1991.10.14

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사업추진계획안은 1차(1992.1.1~6.30)와 2차(1992.7.1~12.31) 기간으로 나눠서 작성됐는데, 이중 1
차 기간에는 2,544만원(면당 53만원×8면×6개월)의 수입신장이, 매주 16면 발행(월 16면 증가)을 목표
로 하는 2차기간의 경우엔 5,088만원(면당 53만원×16면×6개월)의 수입신장이 기대되어 연간 수입
신장액을 총 7,632만원으로 전망했다.
증면할 경우 상당한 수입신장이 예상되는 만큼 광고부에서는 광고수주에 만전을 기해 증면 기틀을
확고히 구축, 주2회 발간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보급부도 1992년 사업경과 보고를 통해 4월 1일~9월 30일에 이르는 6개월간의 총 발행부수는 회
원사 6,800부, 일반 독자 1,050부, 무가지 1,350부(보급확장용 670부, 광고주 300부, 기타 보관용 외 380
부)로 총 9,200부였으며, 이에 대한 구독료 수입은 총 1억4,019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도 상반기 실적 7,883만7,000원에 비해 78%의 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월평균 실적은 2,336만5,000
원이었다. 이러한 수입증대는 회원사가 1,370업체로 증가했고, 일반 독자의 확장(345업체), 구독료
인상에 따른 결과로 예산 대 실적 대비 83%의 목표를 이룬 것이었다.
증면발행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감안할 때 보급부는, 현행 월정액 3,000원을 3,600원으로 인상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계획대로 한전 1,500부, 전기기사협회 500부 등 총 2,200부의
신규독자를 확충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9,604만원(2,200부×3,600원×12개월)이 된다고 보고했다.
각 부서별로 꼼꼼히 준비한 추진계획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92년 1월 6일자부터
격주 16면 증면 발행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독료도 보급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1부에 900원, 월정
3,600원, 연간 4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격주 16면 증면발간을 계기로 한국전기신문은 전문지의 역할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언론으로서 사
명을 완수하기 위해 객원 논설위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사고(社告)를 1992년 9월 7일자 신
문에 실었다. 각계 전문가 중에서 엄선한 결과 첫 객원논설위원으로 김찬옥(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
원), 안기덕(한국언론연구원 조사분석부장), 정용기(건축·전기·안전관리 기술사) 위원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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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조직·직제 개편
1993년 박운희 전기공사협회 신임 회장이 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

임되면서 새 집행부(이영우, 윤행근, 박찬길, 최규해, 김선기,한연섭, 김복동, 장광수, 심용준, 문규칠, 김복
귀, 남병주, 박상권 이상 이사와 도점용·최규철 감사)가 3월 23일 구성됐으며, 이듬해 5월 11일에는 관

리이사와 편집이사를 전무이사로 명칭을 변경, 1인 체제로 전환하고 매년 3월말 법인이었던 영업
연도를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했다.
1994년 7월 7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직제를 재조정키로 하고 구

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2국 7개부서 체제가 다소 방만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이사진들의 지적
에 따라 부서의 일부를 흡수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2국(편집국, 업무국) 6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영업부, 기획사업부) 부서로 기구를 개편한 신문

사는 이때 직제개편도 함께 단행했다. 국장과 연구원은 1급(기자직), 부장과 연구원 2급(사무직), 차
장과 연구원 3급(영업직), 기자와 사무원 4급(연구직), 사무원은 5급이던 현행 직급을 국장, 부국장
등 기자직은 1급, 부장(사무직 ) 2급, 차장 ) 3급, 과장과 수석기자 4급, 대리와 선임기자 5급, 사무원
은 7급으로 조정 변경하고 연구원직은 삭제했다.
직급을 세분화하여 장기근속한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직제개편에는 ‘규정에 의
한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서·직급 간 정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편집국 편집부는 종전대로 신문의 편집 기획, 교정,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취재1부는 상공
자원부, 한전, 중전기업계, 전선업계, 전기공사업계 등의 취재와 그 원고청탁에 관한 업무를, 취재
2부는 과학기술처와 체신부, 에너지 관련단체, 산업전자, 조명업계 등의 취재와 그 원고청탁에 관

한 업무를 맡았다. 개편에서 바뀐 것은 취재3부와 업무부, 보급부, 광고부가 폐지된 것이며, 대신
총무부와 영업부, 기획사업부가 신설됐다.
총무부는 신문사 운영계획과 법규정, 회계, 급여, 경조 및 의전 등과 문서 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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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한
제1회 임원한마음 수련회
1990. 3. 17~18

물품과 재산의 구매·공급·관리, 인장, 증명서 발급,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등을 관
장했다. 영업부는 신문광고 수탁과 신문대행 광고 계약에 관한 업무, 신문판매와 지사·지국·보
급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획사업부에서는 출판 사업을 비롯하여 출판 광고 수탁, 출판대행 광고
계약, 출판물 제작 및 신문사 중장기 발전방향 계획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한편 구독료도 신문 제조원가 및 물가 상승률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자 1995년 1월 1일
자로 1부 구독료 1,000원, 월정액 4,000원, 연간 구독료는 4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1996년 3월 27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영우 이사를 대

표이사로 하는 새 집행부를 구성, 한진호 전무이사를 비롯해 윤행근, 최규해, 심용준, 김선기, 김복
동, 문규칠, 김복귀, 장광수, 신호선, 오영봉, 정이조, 김용수 이사 등 14명과 박헌달, 박동천 감사
등 2명을 선임했다. 또한 신문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기록함에 따라 직원 격려차원에서
취재부의 최재은 기자와 영업부 이규철 부장, 총무부 이홍우 부장 직무대리 등이 표창을 받았다.
제36회 이사회(1997.2.25) 결의에 따라 한글로만 명시되어 있는 상호 ‘한국전기신문사’를 한문표기
(韓國電氣新聞社)와 영문표기(The Korea Electric Times)도 함께 정관에 명시했다.

내용과
편집에 중점

한국전기신문은 격주 16면 발간을 거쳐 1992년 7월 6일자로부터 매주 16
면을 발간하고 있었으나 특집 등을 통해 사실상의 증면발행을 하고 있었다.
전기산업과 관련된 정책, 경제, 시공, 기술, 제조, 유통, 학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전기관련 업계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정책관련 보도를 위해 국회, 통산부,
과기처, 건설부, 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정부 부처를 주 출입대상으로 했다.
전기관련 최대 수요처인 한전 취재에 역량을 집중시켜 한전에 관한한 이미 여타 일간지나 전문지
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으며, 주택공사나 각 시·도 등 기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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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kV 송전시대
개막 기사 1992. 5. 18

처들에 대한 취재도 강화해 나갔다.
주요 취재원으로 전기관련 관변단체·정부투자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세일정보통신, 한전기공, 한국중
공업, 한전기술주식회사 등)과 대한전기협회, 전기진흥회, 전기조합, 전선조합, 조명조합, 용접조합,

대한전기기사협회 등 다수의 협·단체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관련 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업계(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변압기, 개폐기, 배전반, 전선·조명 등 제조업계와 발전설비 제조 및 건설
에 관련된 건설업체, 기자재 메이커)와 기술계(전기기사·전기기술사 등)의 발전을 위해서도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모든 출입처와 업계에 대해서 신문사는 이미 깊이 있는 전문성 확보와 함께 진정한 대변지로서
입지를 굳힌 상태였다.
이는 1996년 당시 지면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1면은 정책관련 기사를 주로 다뤘지만 경우
에 따라서 반드시 정책관련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 의미가 크거나 가치 있는 기사로 판단되면 1면으
로 잡아, 비중에 따라 지면 크기를 조정, 게재했다.
2면은 주요 협·단체들의 동정과 행사기사를, 3면은 사설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중 취재하여 보도하고, 4면은 전기공업, 즉 제조업계 중 변압기, 개폐기, 배전반, 전선류의
기사들을 다뤘다.
5면은 원자력 관련 면으로 배정, 전반적 사항들을 보도하면서 원자력문화재단이 수백 부의 한국전

기신문을 구매하는 대신 원자력 홍보 차원에서 신문을 독자들에게 발송해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다.
6면 외신면은 전기와 관련된 해외동정과 신상품 소개, 신(新)시공기술들을 소개하고, 에너지 면으

로 배정된 7면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필두로 한전과 열병합발전소, 대체에너지 개발, 기타 에너지 관
련정책과 그와 관련된 정보 및 홍보성 기사를 실었다.
8면과 9면은 한전과의 상호협력에 의해 두 면 모두 한전 소식을 게재했고 10면은 전기공사 기사 후

보생들을 위해 전기학원과 연계, 예상 시험문제를 넣어 관심 있는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산업전자면인 11면은 산업자동화와 전력전자화 등의 산업이 점차 첨단화·자동화되어 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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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에 이은
새로운 4컷 만화 ‘전신주’ 연재
1993. 10. 18

를 발 빠르게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12면은 전기 안전관리와 전기 기술계를 주도하는 기사
를 담는 고정 면으로 전기안전공사와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기사협회를 필두로 한 1만여 전기 기
술인들을 위한 면으로 꾸몄다.
조명전문 지면인 13면은 날로 발전해 가는 조명공업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14면은 전기공사와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들로 지면을 장식했다.
15면(사회면)은 전기산업에 국한된 기사들을 위주로 구성하고, 문화면으로 배정된 16면은 교양, 건

강, 레저관련 기사들을 다양하게 내보냈다.
기본 16면 외에도 당시의 한국전기신문은 평균 3개월에 두 번 꼴로 특별이슈를 잡아 20면, 24면,
28면 등 수시로 증면 발행했다.

이처럼 전기신문은 각 업계에 대한 집중보도를 통해 업계 발전과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광
고 수주로 통해 신문사의 연간 수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정신없이 바쁜
제작 스케줄

한국전기신문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데드라인9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
오게 되고, 데드라인 한 사이클에 따라 편집 보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요일자 신문은 금요일 아침까지 인쇄되어 신문사와 발송위탁업체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
제 제작기간인 목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5일은 취재에 나서야 하는 게 일반적
인 취재 및 편집의 스케줄이다.
신문이 나오는 금요일은 기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편집기획회의를 열어 취재방향을 설정하고 주
요 출입처 동향을 전화로 파악한 뒤 곧바로 취재에 돌입한다. 이 날은 다른 요일에 비해 비교적 시

9

데드라인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사작성의 최종 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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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의 마케팅 전략을 위해
광고팀원들이 매번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간적인 여유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행사나 인터뷰, 지방출장 등이 주를 이뤘으며, 토요일은 오전
일찍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하루 종일 취재를 위해 뛰는 날이었다.
월요일은 신문사로선 주간 편집회의 및 편집계획서를 작성하는 요일인 동시에 주요 출입처에서는
일주일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각 출입처의 동향을 상세히 취재했다.
한전과 외신면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했던 화요일은 주간지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수요일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톱기사거리 취재를 완성해나가는 단계였다. 이날은 오전에 간부회의를 열어 중
요사항을 꼼꼼히 재점검했다. 그리고 수요일은 취재를 완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중적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날로서, 주요기사의 면별 배치와 편집까지 마무리하는 시기였다. 이
어 목요일에는 편집-교정-조판-인쇄를 거치는 제작단계에 들어갔다.
이 무렵 신문사 편집 취재진은 편집부에 백광열 부장(1986.11.22, 이하 괄호 안 입사일)과 백국환 선임
기자(1989.8.10), 진시현 수습기자(1996.1.3)가 있었고, 취재1부에는 최재은 부국장(1981.11.10)을 비
롯해 이호경 부장 직무대리(1987.7.13)와 연규해(1998.8.10)·유병효(1989.8.10) 선임기자, 여기봉 기
자(1996.9.11)가, 취재2부에는 신홍주 부장(1985.11.22)과 김홍섭 차장(1988.9.1)·이석우 선임기자
(1991.1.1), 초용열 기자(1994.10.1) 등이 있었다.

업무국 총무부에는 이홍우 부장(1998.12.1 입사)을 비롯하여 이원정 대리(1996.6.16), 이문희
(1987.7.3)·신동호(1995.9.11) 사무원이, 영업부는 이규철 부장(1988.7.1)과 염순철 차장(1988.2.22),

허창길(1988.10.11)·서영훈(1989.3.16) 대리, 권정숙(1991.6.17)·편진호(1995.9.11)·정재영
(1996.1.3) 사무원 등이 재직 중이었다.

164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전산시스템
도입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도 사무자동화

바람이 불었다. 이에 신문사는 현대적인 편집과 업무 능률을 위해 1996년 7월 5일 신문편집 전산시
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면 신문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은 물론 외부업체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대
한 영향을 받던 신문제작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조기마감이 가능하고 취재마감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편집업무를 분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
점과 함께 출판사업 등 부대사업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앞으로 시행될 주2회 발
행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여기에 하이텔이나 천리안, 인터넷
등 일반 통신서비스에 자료등록의 계기도 마련하게 되므로 보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전기신문을 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제1단계로 편집만 신문사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필름출력과 인쇄는 외부
에서 처리하다가 2단계에서 편집과 필름 출력까지 신문사에서 하고 인쇄만 외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원활한 기사입력과 신문 편집을 위해 1인 1대 PC 보급을 실행키로 하고, 향후 주2회 발행 시에는
취재와 편집을 완전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때 구비한 전산시스템은 신문편집기 4세트와 화상처리기 1세트, 교정용 출력기 1세트를 비롯하
여 PC 8대와 프린터 4대, 프린터 공유기 4대 등의 부대 장비로 약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
요됐다.
PC도입을 계기로 신문사도 사이버공간(www.electimes.co.kr)을 마련하고 1999년 12월 1일을 기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 전기계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물론 관련업계와 수요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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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3

새천년, 새로운 변화를
이끌다
1997 - 2004
한국전기문화대상 제정을 통해 신문발행
외에 사업을 펼치는 한편 21세기를 맞아 편
집 체제는 물론 용지와 제호 변경까지 새로
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01
창간 33년, 한국전기문화대상 제정

성공적인
전기문화대상 개최
1997년 창간 33주년을 맞이한 신문사는 보다 다양한 전기계의 요구에 대

응하고, 유구한 발전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전기문화대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새로운 전기이론 정립과 첨단 전기제품 개발, 우수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전기
안전 등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전기인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나
국회 등 포상 수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격과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히 주기를 결정하고 포
상 집행위원회 및 실무회의 위원을 선정, 매년 행사 90일 전에 행사계획을 승인받기로 했다.
행사일 80일 전에 한국전기신문 및 주요 일간지 등에 전기문화대상 개최를 공고하고 신청접수 마
감은 행사 45일 전까지, 또한 포상 실무위원회는 행사일 6주전에서 2주 전까지 2회 개최하기로 했
다. 포상자의 2배를 추천한 다음, 포상 집행위원회를 행사일 4주 전에 1회만 개최해 포상자를 결정
하기로 했다. 그리고 행사 개최일은 매해 창간기념일 행사 당일로 결정했다.
포상 대상은 전기이론 분야를 비롯해 송변전, 전기기술, 전력운용, 전기감리, 전기제조, 전기시공
(내선·외선·지중선·활선·무정전·플랜트), 전기 유지관리, 전기설계, 전기안전, 절전, 원자력, 발

전, 전력단체 분야 등 전기계를 총망라한, 해당 분야의 약간 명이었다.
한진호 신문사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포상집행위원회는 이죽철 국회통상산업위 전문위원과
정성수 국회환경노동위 전문위원, 정상섭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
의관, 김재영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조성두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김
광익 중소기업청 산업1국장, 권영무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시상식은 5월 16일 한국전기신문사 주최, 국회통상산업위원회, 국회환경운동위원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국회문체공보위원회,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보처,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부처주관으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손세일 국회통상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준호 통신부 자원정책실장, 추병직 건교부 건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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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기문화대상
제정을 알리는 안내문
1997. 4. 21

●● 제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보도기사
1997. 5. 19

제심의관, 김광식 중기청 산업1국장, 김계휘 한전 부사장, 홍세기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김영환 국
회의원, 김종학 국회의원, 심상우 전 전기신문사장,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내·외빈
과 전기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
은 성낙정(成樂正) 당시 한국화약그룹 고문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전기문화창달상, 전기문화상 등 세 부문에 걸쳐 43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3명이 감
사패를 받았다. 이중 대상은 200만 전기인을 대표해 본사 사장이 시상했다. 전기문화상은 통상산
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보처장관, 서울시장, 중소기업청장, 한전사장 표창을, 전기문화창달
상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
장, 국회 문화체육공부위원장 등이 표창을 수여했다.
이영우 본사 사장은 창간 33주년 기념식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전기계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한국전기문화대상을 시상하게 되어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
국전기신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기계 관계자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세일(孫世一) 국회통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제정된 한국전기문화대상은 21세기를 앞두
고 산업사회의 기술입국을 앞당기고 전기계의 항구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창렬(林昌烈) 통산부 장관은 한준호 자원정책실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전기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아 전기계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하는 바른 언론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하고 전기

계 종사자들은 더욱 막중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제2회는 현행 장관급 표창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표창 등으로 그 격을 높이고, 제3회 행사 이후부터는 훈·포장으로 표창의 격을 추가 격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상 대상자도 현행의 전기공사업계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전기계를 대
상으로 확대, 전기문화대상의 공공성과 격조를 더한층 높일 방안도 연구검토 하기로 했다.
한편 성대하게 치러진 제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대한 각계의 반응 또한 대단히 뜨거웠다.
각계의 반응 가운데 이종훈(李宗勳) 당시 한전 사장은 “창간 33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전기문화

168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제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 전기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귀빈들

대상이 큰 뿌리를 내려 우리의 전력문화가 꽃을 피우고 탐스럽게 열매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
다.”고 치하하면서, “WTO 체제 출범 이후 물밀듯 밀려오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경
쟁력을 갖춰 나가야만 하는 전기산업계 실정에 비춰볼 때 이를 선도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일은
매우 긴요하며 그 역할을 한국전기신문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성(李氣盛)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전기관련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서 항
상 정확한 보도와 신속한 정보전달로 정론을 펴나가는 한국전기신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전기문화대상 제정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간 전기신문에서 전기절약
에 대한 신기술 등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에 일익을 담당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공
익적 소명을 더욱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세기(洪世基) 전기안전공사 이사장은 “한국전기신문이 그동안 전기업계의 애로점과 다양한 문제
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뜻 깊은 전기문화대상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전기업계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운희(朴芸熙)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창간 33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문화대상을 제정,
전기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기인 및 기업체에게 포상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업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한 뒤 “일찍이 경험하지 못
한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인 반향은 좋았으나 내적으로는 행사가 다소 방만하고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존속 여부를 묻는 이사회가 수차례 걸쳐 개최됐다.
1997년 11월 6일 제38회 이사회에서 마침내 신문사로서의 사명과 전기계 육성발전을 위해 매해 개

최하되 향후에는 범전기계로 확대, 시상의 공공성과 격을 높여 나가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결의했
다. 또한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칭 ‘문화대상추진위원회’를 구성, 범전
기계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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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현황

대
상
모
기
업

즉각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경영
혁신

자체
구조조정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 교과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 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조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KBS
서울신문

※ 자료：고영선 외, 「경제위기 10년 : 평가와 과제」 (재인용)

편집체제
일대혁신 단행

한편 90년대 후반 국내경제는 IMF 체제 하에서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었
고 전기계 역시 불황에 허덕였다. 정부도 재정 건전화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
나섰으며,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998년 하반기부터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
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기업이 즉각 민영화기관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
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
단계적 민영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신문은 전기계에 빠른 정보 전달은 물론 활력과 희망을 주는 언론
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이지만 창간 34주년을 맞은 1998년, 한국전기신문사는 편집체제의 일대혁신
을 단행했다. 그동안의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전면 가로짜기를 시행하고, 이에 맞춰 제호 역시 종에서 횡으로 바꿨다.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면별 편집시스템도 새로 마련하고 당시 사고(社告)를 통해 IMF체제
에 맞춰 지면구성을 다양화시켜 정보를 통해 독자들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향도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동취재를 강화하는 한
편 심층취재란을 통해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침체의 늪을 해매고 있는 전기계
에 활력과 희망을 함께 주는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기사를 박스형 편집으로 게재하고, IMF 체제하의 어려운 실정을
가능한 한 정확히 보도하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자처했다.

170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1998년 전기신문 1면

또 기동취재를 강화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심층 취재를 통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것에 편집의 초점을 맞췄다. 종합, 신기술, 원자력, 전기공업, 한전소식, 외
신, 전기안전, 전기공업, 조명, 사회문화면 등으로 지면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격에 맞춰 유익하고
발 빠른 기사를 담았다. 섹션별 지면 구성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창간기념 특집 5월 18일자 40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2면 종합, 3면 한전 신임사장 인터뷰, 4면 산자부 전력심의관 인터뷰, 5면 전기안전공사 이사

장 인터뷰·기고, 6~8면 창간 34돌 축하메시지, 9면 전기공사업계 새로운 주역, 10면 원자력, 11
면 한전 중기지원 사업, 12면 외신, 13면 전면광고, 14면 전기계여사장, 15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16면 에스코, 17면 전면광고, 18면 단체수의계약, 19면 문화, 20면 전면광고, 21면 한전소식, 22면
HELLO MONDAY, 23면 사회, 24면 송전선로 건설현장을 찾아, 25~32면 전시회 특집, 33면 전기

공업계 설문조사, 34면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35면 전면광고, 36면 간담회, 37면 조명, 38면 기
고, 39면 전선 구조조정, 마지막 40면에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섹션별 지
면할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가로짜기 편집은 사실 10여 년 전인 1987년 6월 18일자 ‘문화게시판(8면)’부터 이미 일부 시도됐다.
이후 7월 13일자부터 조금 더 확대해, 사설(2면)과 경영실무강좌(10면)를 비롯한 마지막 면 전면에
걸쳐 가로짜기를 실시했다. 격주 12면을 발행하고 있던 당시 마지막 면은 문화게시판(음악, 전시회,
연극, 지난주 베스트셀러 소개)과 서클 탐방, 일반상식, 취미 생활, 레저, 주간 날씨 등을 주로 담았다.

전면 가로짜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창간 34주년인 1998년 5월 18일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전기신문은 과거의 ‘읽는 신문’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편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춘 ‘보는 신문’
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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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장 위한 내실화작업

내실화 위한
제규정 제정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체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극도로

위축됐고, 내수 및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다. 전기산업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이에 한국전기신문사도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규정을
제정(1998.12.13, 제42회 이사회) 또는 개정(1999.2.3, 제43회 이사회)하여 문서화시켜 보존하기로 했다.
제정된 제규정 중 주요규정은 인사관리규정을 비롯하여 주식보조비·부양가족보조비·학자금·
퇴직금 지급규정, 여비규정, 사규관리규정 등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에 그 초점을 맞췄다.이밖에도
기밀비지급, 물품관리, 자료관리, 위임전결, 감사규정 등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신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현실에 맞게
제규정 개정

신문사의 제규정은 설립당시 기구 및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처음
제정되었기에 1999년 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당시 조직이나 상황 등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제규정을 정
리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개정을 하게 됐다.
개정된 제규정으로는 직제규정과 취업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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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과
창간 35주년 기념식은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다
1999. 5. 14

>>

제규정 제정 주요 내용
제규정명

목적

내용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업무 처리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 제2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제4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제5조, 6조)의 명시 등.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제8조)하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 및 신규직원의 직급 호봉 결정에 관한 사항(제10조,11조)과 직원 채용을
위한 고사원칙 및 전형방법(제14조~제16조) 명시. 직원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제21조)과 승진 심사기준을
근무성적과 직급, 연수, 포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준표로 명시(제26조).

주식보조비
지급규정

주식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실제 출근한 일수에 한해 지급(제2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회 지급하며 기산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제3조)는 내용이 중점.

부양가족보조비
지급규정

임직원 부양가족 보조비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양가족 범위(제2조)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보조비 계산 기간(제5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한다(제7조)는 내용 수록.

학자금
지급규정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 규정

자녀 수를 2인 이내로 하는 지급대상을 명시(제4조)하고 중 · 고등학교는 100%, 대학교는 70%로 하는
지급금액도 명시(제5조).

퇴직금
지급규정

신문사 임직원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퇴직금의 정확한 산출
방법과 지급 및 절차 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

임직원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제3조)과 퇴직금 지급사유 및 산출방법 (제4조, 6조),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정해
퇴직금 산출할 수 있도록(제7조) 명시하고,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발생을 정하는(제8조) 내용 등이 중점.

여비규정

임직원의 국내 외 출장 시 그 여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지급함

국내출장 여비와 국외출장 여비 구분(제4조, 5조)을 비롯해 출장 중 신분 변경 시 변경된 신분에 의한
여비지급(제7조), 상위 직위자와 동행하는 경우 상위 직급자에 준한 여비지급(제8조) 등. 또 국내출장 여비 중
교통비, 일당, 숙식비 지급기준(제13조,14조)과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제17조,19조), 출장 시 퇴직자 및 사망
시의 여비지급 기준(제20조~23조), 회의 참석 시 임원들의 거마비 지급기준(제24조, 25조)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

사규관리규정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정함으로써 제규정의 통일성을 유지(제8조~12조)하고, 제정은 주관부에서 시안 작성
후 관련부서와 합의한 다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는 내용을 명시(제13조~16조). 이밖에 사규집 배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철저한 관리를 기한다(제17조~24조)는 내용.

문서관리규정

업무 합리화·표준화를 기하기 위함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적용범위, 문서의 정의, 주관부서 업무, 문서취급자, 문서 종류, 문서송달 원칙, 문서 성립
및 효력발생 등이 주 내용. 제2장 문서 작성 조항에는 용지 규격 및 여백을 비롯하여 문서상의 용어, 일시 표시,
항목구분, 문서 구성 등과 수정, 용지와 글의 색깔, 끝 표시, 면 표시, 요지 표시, 문서 기안, 문서 간인, 검토 및 협조,
결재, 시행문 작성 등. 제3장 문서의 수발 및 처리 조항에는 문서수발부와 문서 발송, 직인날인 및 서명, 문서
접수와 등록 등의 내용 포함.
제4장 문서의 통제 조항에는 통제자와 통제방법을, 제5장 문서의 보존 및 폐기 조항에는 보존원칙과 문서의
편철, 보존기간, 보존기간의 인계와 이관, 폐기, 문서 정리와 열림 및 복사 등이 중점조항. 서식관리 조항은 서식
제정과 종류 및 방법,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서식의 전산관리 등이 주요 내용.

인장관리규정

인장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인장관리의 합리화 도모

1장 총칙 아래 목적과 정의, 인장 종류 및 규격, 인장 관리, 각인, 각인신청 및 등록, 인장날인신청, 사외반출,
인장의 폐기, 사고 및 책임, 인감증명원 신청, 대장의 보관 등이 중점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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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규정 주요 내용
규정명(개정조항)

개정 현황

목적

주요 내용

직제규정(총칙, 조직,
구성원, 직무, 업무분장 등
5개 장에 전문 17조항)

1986년 9월 1일 제정된 이래
1988년 12월 1일, 1989년
4월 1일, 1991년 5월 22일,
1992년 10월 27일, 1994년
1월 13일과 7월 7일 등 여섯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이 일곱 번째

신문사 조직과 기능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별정직 직원 중 논설위원 및 고문을 이사회 의결로 위촉할 수 있도록(제8조) 했으며, 각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 명시와 업무 설명 조항을 신설(제10조~15조)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한계가 명확치 않은 사항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제17조)토록 함.

취업규정(총칙, 복무, 포상
및 징계, 보수 및 공상, 복리
후생 및 안전보건 등 5개 장,
전문 70조항)

1986년 9월 1일 제정된 이래
직제규정과 마찬가지로
여섯 차례에 걸친 개정. 역시
이번이 일곱 번째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직원 취업에 관 한
제반사항 규정

복무 상 성실의무와 직무이탈 금지사항을 명시 (제6조, 7조).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단체모임 결성과 가입활동 금지조항 및 직원의 질서유지 조항을 신설(제9조,
10조)하고, 직원이 결근·지각·조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제20조, 21조).
또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6조)하고, 월차휴가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연차휴가는 전년 7월 1일부터 당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휴가 계산 기간 명시(제27조)와 특별 유급휴가 중 장기근속자의 포상휴가 일수
규정(제28조). 직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는 출장명령을, 귀임했을 때는 출장복명을
신고하도록(제32조~35조) 하고, 휴직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 기술과 휴직
종류에 따른 휴직기간을 별도로 명시(제42조, 43조)하는 한편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제47조) 규정. 정년퇴직의 경우 1999년
이후 입사한 자는 4·5·6·7직급의 퇴직정년을 별도 적용토록 하는 조항(제49조)과
공상치료의 구분 및 보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제61조, 62조).

회계규정(총칙, 회계장부,
금전회계, 재고자산회계,
고정자산회계, 예산, 결산 등
7개 장, 전문 87조항)

1986년 9월 1일 제정된 후
1995년 12월 15일 한 차례
개정. 이번이 세번째

신문사 회계업무 기준을
정해 경영 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 재정
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한 보고 제공

수표 및 어음행위에 대한 조항(제24조)과 출납 담당자 지정 및 책임·의무조항
(제25조,26조), 금전 과부족 처리 조항(제28조), 거래은행 신설과 변경 시 사장의
승인조항(제3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입출고처리 및 저장품 처리, 재고조사에 관한
조항(제41조~53조) 등을 신설하고 고정자산의 범위 및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리(제54조,55조). 또 고정자산의 관리·경리책임자 조항(제56조,57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조항(제6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추가조항(제64조~69조) 등을 신설했으며 예비비 사용 시 사장 승인요구
조항(제73조)과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승인요구 조항(제75조), 결산 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79조) 등도 신설.

보수규정(총칙,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체력
단련비와 보상금, 퇴직금
등 5개 장, 전문 19조항)

1986년 9월 1일 제정된 이래
1987년 4월 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1988년 4월 1일,
1989년 4월 1일, 1990년 4월
1일, 1991년 1월 11일, 1992년
4월 1일, 1994년 1월 13일,
1994년 5월 23일 등. 이번이
아홉 번째 개정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
및 급여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정에서 사용하는 ‘보수’, ‘기본급’, ‘본봉’, ‘직무급’, ‘제수당’, ‘상여금’, ‘보상금’,
‘일할계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제3조) 신설과 제수당 계산 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제4조). 또 보수 계산 시 100만원 미만 단수 절상처리
조항(제5조)과 보수 지급 시 3개월분 이내에 한해 선 지급하는 조항(제6조)을 신설하고,
휴직 중 보수 계산을 구체적으로 기술(제8조). 정직 및 직위 해제자의 보수와 수습중인
자의 보수조항을 신설(제9조,10조)하고, 체련단련비 지급계산 기간(제15조) 정함.
보조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식보조비지급규정과 부양가족보조비지급규정,
학자금 지급규정으로 각각 이관시켰으며 출장비지급조항도 삭제, 여비규정으로 이관.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2007전기설비자문위원회 개최
2007. 2. 28

종합언론사
기틀 마련

전기 종합기술지 ‘전기설비’는 전기공사협회에서 1983년 11월 10일 창간
호를 발행한 이후 발전을 거듭, 전기공사업계 및 정부·학계·연구기관과 전기계 기술인 등 폭넓
은 독자층이 필독하는 전기계의 훌륭한 지침서로 성장했다.
전기공사 실무와 관련한 정보욕구 충족을 목표로 한 ‘전기설비’는 전기공사 인들이 독자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꾸준히 비매품으로 제공되었으나 전기공사 업체 증가와 원가상승 등 상황이 변
하면서 1만부 이상 발행에 연간 2억4,000만원 투입됨에 따라 발행예산 증액 및 편집관리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
또 전기산업 지침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신문
의 절대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었다. 이에 따라 신문사 대주주인 협회는 영리단체인 신
문사에 ‘전기설비’를 이관,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 점진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기설비’제작이 신문사로 전환되면, 신문사로서는 월간지 출판물 발행을 통해 종합언론사의 기틀
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잡지 구독 수입 및 광고 수주로 수익증대 또한 기
대할 수 있었다.
이에 신문사는 첫째,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회와 협의해 최대한 합리화를 기하고, 둘째 급변하는
사회·경제상황 등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수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
로 했다. 셋째, 신문사 편집국에 보관된 각종 기사 및 자료와 다년간 ‘전기설비’광고를 수주한 노하
우를 바탕으로‘전기설비’팀을 구성, 운영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간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극대화를 기하고, 넷째, 전기관련 월간 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편집의 다양화를 꾀하며, 다섯째 정부 정책 흐름, 해외뉴스, 독자논단, 일반 전기
관련 사항 등을 꾸준히 게재, 상업지화 하겠다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발간계획서를 보고했다.
협회에서 발간할 때는 공사기사 60%, 경영 15%, 일반 15%, 협·단체 10%로 지면을 구성,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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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산업의 지침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전기설비지

사 기사 2급을 주 독자층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공사 기사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상업
지화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신문사에서는 단계적으로 편집방향을 변화하거나 전면개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편집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발행단가는 3,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할 때 1부당 3,260원, 3,500부 기준은 3,033원, 4,000부는
2,855원으로 계산하고, 예상 발행부수는 1999년 3,000부 발행에서 점차 부수를 늘여 2,000년에는
3,450부, 2001년에는 3,967부로 연 15%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문사가 위탁 발행한 첫 호는 1999년 3월 1일자로, 통권 163호, 110쪽, 정가 월 5,000원, 연간 4만
5,000원으로, 내용은, 우선 전기계 소식의 요약을 시작으로 김창준 전기공사협회 신임 회장 인터뷰

를 5면에 걸쳐 실었다.
현장르포 ‘인천 신공항 어떻게 건설되고 있나’ 제하에서는 공정률 61%를 보이고 있는 신공항 전력
시설과 각 건물의 특징을 간추려서 싣고, 화제 기업으로 (주)케이디파워 탐방 기사를 실었으며, 전
기기술 란에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다뤘다.
각계 전문가 기고를 늘려 가송 송전선로 가선공사 신공법에 대한 김신철 한전 송변전 건설팀장 기
고문을 비롯해 한국전력 부하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내용을 담은 한전 수요관리실 김
준호 씨 기고문, 주광을 이용한 자동조명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문(삼성물산 최안섭 선임연구원과
성민기 연구원 공동 발표) 전문 등을 실었다.

또 정수용 건설교통부 전기사무관의 ‘경부고속철도의 전기설비’ 기고문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사업
개요와 고속전철도 전차선로 설비시스템, 경부고속철도 열차제어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
개, 고속철도의 전기설비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다.
그 외 산자부 도경환 서기관의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기고문과 원광대 박대희 교수의
논문 ‘지중 송배전의 대용량화와 신절연 기술’ 등도 수록,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전문적인 기사로 지
면을 가득 채워 전기 종합기술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176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03
일간지 발행을 준비하다

● 제3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2000. 11. 23

회장제도
신설 등
조직 개편
1998년 IMF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제는 2000년 전년 대비

각 분기별로 12.6%, 9.7%,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4분기 들어 경기둔화세가 뚜렷해
지면서 성장률은 4.6%대로 급락했다. 4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가 급속
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전기업계도 전체 산업경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조달로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한국전기신
문과 같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인 것이다.
이에 정보화·전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전문지 본연의 역할을 위한 작업에 돌입, 다양한 뉴스를 폭
넓게 취재 보도하기 위해 지면을 늘리는 일에 착수했다. 그동안 꾸준히 증면을 시도, 주 16면과 20
면을 번갈아 발행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지난 1995년 이래 꾸준히 주2회 발행을 염두에 둔 신문사는 주 20면으로 증면을 시도키로 결정하
고 우선 기구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1999년 3월 5일 사장 상부조직으로 회장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일 년 뒤인 2000년 5월 23일 1
국(편집국) 5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기획사업부) 부서 체제로 기구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위의 부서 외에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
로 부서를 두거나 부서 내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서장으로 국에 국장 또는 부국장
을 두고 부에는 부장 또는 차장을 두었으며, 회사 운영상 필요할 때는 지사나 지국 또는 보급소를
두기로 했다.
업무분장 내용 중 변동 사항은 편집부의 경우 편집기획과 제작, 교정 및 발간업무를 담당함과 동시
에 신문을 비롯한 모든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회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와 복무, 서무, 표창, 징계, 급여, 교육, 후생, 경조, 환경 및 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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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1980 - 2000)
연도
1980

경제성장율(%)
- 1.5

소비자물가 증가율(%)
-

1인당 국민소득($)
1,660

1985

6.8

-

2,355

1990

9.2

8.6

6,303
11,735

1995

9.2

4.5

1998

- 6.9

7.5

7,607

2000

8.5

2.3

11,292

비고
석유파동

IMF 경제위기

※ 출처 : 전력연구원 50년사, 부분 발췌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는 예산 편성이나 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관이나 제규정의 제정 또
는 개정, 폐지의 입안 및 해석, 총회·이사회 등 각종 회의 운영업무 역시 맡게 됐다. 이밖에 문서
의 수발·통제, 보존관리, 중요 인장 간수와 각종 증명서 발급, 물품 구매와 공급·관리, 재산 등기
와 일반 소송, 금전이나 예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 구독료 및 광고료 부과와 수납업무, 세무 및
결산 등도 담당하였으며 회계장부 기장과 관리를 비롯하여 자금운영계획 수립이나 운영 등도 모두
총무부 소관업무였다.
신설된 기획사업부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출판과 관련된 사업·광고수탁·대행광고
계약 등은 물론 각종 행사기획 및 운영, 출판물 기획 등과 함께 신문이나 간행물 보급 및 판매업무,
지사와 지국, 보급소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게 됐다.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도 24명에서 28명으로 늘렸으며, 사장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서 간,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임시직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기자직, 사무직, 영업직으로 구분된 직급은, 국장과 부국장 1직급, 부장은 2직급, 차장은 3직급, 수
석기자와 과장은 4직급, 선임기자와 대리는 5직급, 기자와 사무원은 6직급, 사무원은 7직급으로 구
분했다.
또한 신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논설위원이나 고문, 촉탁직원 등을 두며 논설위원 및 고문은 이사
회 의결에 따라 위촉했다. 촉탁직원은 사장이 임명키로 하고, 별정직 복무 및 보수 또한 사장이 정
하도록 했다.
기사내용도 종전보다 한층 더 다양화시켜 심층취재를 통한 전기산업계 전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매체로서 독자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기설비’의 편집 및 내용도 혁신을 거듭했다.
시행 중인 전기문화대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범전기·에너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로 한 단계 끌어올려 전기문화 창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간담회 등
을 개최해 업계 고충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관련 협·단체 광고를 포함한 기존 광고업체 외에 공

178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2001년도 전기신문 모습

기업 및 대기업 광고를 유치해 신문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특집기사를 활성화해 관련 광고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원명부 등을 제작해 제작수입과 광고수입을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했다.
실력 있는 인재등용을 위해 일간지와 PC통신 등에 채용광고를 내는 한편 각 대학에 직원채용(경력
1명, 신입4명)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조영래 수석기자(경력) 등 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모두 2000년 8월 21자로 발령을 받았다.

주 2회
신문 발행

일간지화를 목표로 꾸준히 한 걸음씩 내닫고 있는 신문사는 첫 번째 단계
로 주2회 발행을 시도했다. 주2회 발행은 신속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되지만 신
문의 발전과 독자들의 욕구에도 부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5년 12월 15일 개최된 제 30회 이사회였으나 주2
회 발행은 1996년 5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구체적인 안 또한 이때 발표됐다.
이날 발행 방법에 대한 3개 안이 검토되었는데, 경제성을 고려해 8면과 12면을 번갈아 발행하고, 8
면 발행 시에는 물가판 4개 면을 추가함으로써 외형상 12면이 되도록 하는 방안(제1안)과 물가판 없
이 8면과 12면을 기사로 채워 발행하는 방안(제2안), 물가판 없이 12면을 모두 기사로 채워 발행하
는 방안(제3안) 등이 당시 논의됐다.
경제성 면에서도 주2회 발행 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자를 각오하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적
자를 탓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마음가짐과 자본금 증액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더욱 확대 지원하
는 일 등이 강구되어야 했다. 전기업계 역시 더 많은 홍보예산을 책정, 업계 유일의 전문지를 함께
키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국전기신문 발전에 동참해줘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주2회 발행 외에도 향후 일간지 발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한국전기신문 팩스정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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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다.
‘전기신문 팩스정보’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자들의 빠른 정보습득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방
법으로, 날마다 발생하는 주요사항과 각종 정보들을 간추려 원하는 독자에게 당일로 전송해 주는
일이다. 정책과 경제, 각 업계 동향 등은 물론이고 매매물건 게재 등 벼룩시장과 같은 형태의 대소
사들도 포함시켜 광역화된 정보를 팩시밀리를 통해 독자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이다.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오늘의 취재동향’ 등의 내용으로 날마다 정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팩
스정보를 작성, 독자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는 대부분 기존 인력과 기존설비를 이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될 수 있었다. 운영비 역시 가입비와 월 회비로 충
당이 가능하기에 특별히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 사정에 의해 실현
되지 못했다.
한편 주 2회 발행이 결정됨에 따라 신문제작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인력확보를 위해 1주당 발행가 1
만원인 신주 20만주를 추가로 발행-발행 예정 주식 총 수 30만주-하기로 결정하고, 신문사 주식
을 전기협회에 인수토록 교섭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 또한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주 2회 발행에 이어 향후 실시될 일간지화 추진단계의 일부분으로, 경영혁신과 원활한 운영
을 위해 사장 위에 대표이사 회장직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에 따른 정관 중 일부를 개정(제18
조 제2·3·5항, 제20조, 21조, 24조 2·3항, 제26조 1항, 제27조 1·2항,제28조 1항, 제29조 1·2·3항, 제
30조 2항, 제32조 4·5·6항, 제33조)했다. 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의 수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려 주2회, 주3회, 더 나아가서는 일간지로 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어 나갔다.
또 2000년 8월 21일 편집국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하고 구독료도 2001년 1월 1일부로 종전의 월정
액 5,000원, 연정액 6만원에서 회원사는 5,500원과 6만6,000원으로, 개인독자는 6,000원과 7만원
으로 각각 인상했다.
주2회 발행은 2000년 11월 20일자로 실시했으며, 이보다 앞선 10월 17일에는 한국전기신문 홈페이
지 도메인을 종전의 www.electimes.co.kr에서 www.jungit.com으로 변경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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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전기신문 모습

제호 및
용지 변경

전기신문사는 증회·증면 발행에 이어 2002년 3월 20일 정기 주총을 통
해 상근임원 직위를 부사장으로 격상, 전문이사직 대신 부사장직을 신설, 대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
이때 선임된 신임 최상태 부사장은 한국일보 경제부장, 서울경제신문 부국장겸 정경부장과 사회부
장,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한국일보 상무이사를 거쳐 서울경제신문 감사를 역임했다.
이로부터 5개월여 후 창간 38주년을 맞아 전기신문은 7월 25일 또 한 차례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
다. 신문제호를 「한국전기신문」에서 「전기신문」으로 바꾸는 한편, 국내 전문지로는 처음으로 살구
색 고급용지에 인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월요일자 지면을 20면으로 늘리고 각 지면을 특화·혁
신시키는 등 ‘제2의 창간’이라는 각오로 대변신을 시도했다.
전기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 것은 독자와의 친밀감을 도모하고 친숙함을 배가시킴과 함께 유사 신
문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제호의 글자체도 지면혁신에 걸맞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린 세련된 서체로 바꿨다.
새 신문용지로 채택한 살구빛 용지는 종전에 사용하던 갱지와 달리 시각적 피로감이 덜하고 가독
성이 높은 고급용지다. 신문사가 종전의 무색 46g보다 5% 정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48.8% 살구
빛 용지로 바꾼 것은 지질의 고급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성 있는 신문제작을 완성하려는
전기신문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제호 변경을 기해 지면쇄신도 함께 이뤄졌는데, 매주 월요일 자에 사설을 게재, 전기계 현안과 사
회 이슈를 독자들에게 짚어주었다. 또한 격조 높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칼럼란(‘등촌광장’)을 신설,
각계의 명망 있는 필진을 모시는 한편 ‘데스크 칼럼’과 ‘기자의 눈’을 상설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내외 중요한 쟁점을 집
중 점검했다. ‘독자투고’ 난을 신설하는 등 오피니언 지면도 대폭 확대 강화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전기신문은 지령 1804호 2002년 8월 5일 월요일 자로 그 면모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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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희 씨의 제호 변경기념 축하휘호

상에 드러냈다. 서예가 임정(林亭) 신병희 씨의 ‘밝은 빛에 곧은 붓을 더한다’는 의미를 지닌 제호 변
경 축하휘호 ‘휘증직필(輝增直筆)’과 함께 2면에 실린 사설은 ‘전기신문의 개혁은 역사적 변화기에 적
응하고 독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치열한 도전자 경쟁력 향상 의지의 표현’이라는 요지의 내
용을 담고 있다.
사설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2년 하반기는 전기신문이 여타 전기전문지와 차별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기이자 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편집 방향·지면 구성
등 대폭 개편

제호와 용지 뿐 아니라 전기신문은 심층취재·보도기능 강화와 취재원
다양화를 위한 통신원 제도 도입 등 편집방향 개선과 사설 부활, 오피니언 면, 기획특집 시리즈 연
재 등 지면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출입처 재배치 및 교열 아웃소싱, 통신원 활용 등 인력운영 부문
도 개선해 나갔다.
심층취재와 신속한 보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 방향을 개선, 이슈와 기획 중심의 취재를
활성화시켜, 전기계를 이끄는 올바르고 강력한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담았다.
평면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심층보도와 해설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
하는 쪽으로 편집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발전파업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제·사회적
현안이 도출될 경우 즉시 기획취재팀을 가동키로 하는 등 편집 방향 개선을 통해 전기 분야의 ‘취재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통신·건설·발전 분야에 중견급 기자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 종전보다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크게 변화된 점이다.
이밖에 시공안전이나 발전거래, 정책면 등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면을 특화시켰으며, 지면구성도 새
롭게 꾸며 무늬만 섹션화가 아닌 실질적인 섹션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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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문 사고 2002. 5

언론의 보도와 비평대상은 지역과 분야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라도 그 넓은 지역과 분야
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체 내 리소스(지원과 인력)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점 해소와 보도·비평 영역을 광역화·다원화하기 위해 전기신문은 새로이 통신원제도를 운영,
2002년 8월부터 전국 각지에 20여명의 통신원을 배치, 기자의 손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지역 정

보를 속속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구독 확대 등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도 해외통신원을 두어 최신 해외정보를 소개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당시 국내 일간지들 역시 앞을 다퉈 지면쇄신 작업을 시도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였기에 전기
신문 또한 서둘러 지면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16(월요일자)·12(목요일자)면 체제를 20·12면 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폭넓은 정보전달
을 위해 시공·안전을 비롯한 발전·거래, 정책, 테크놀로지 등 취재영역을 신설했다.
시공 면은 전기·통신·건설 공사 등 시공분야 현장 목소리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안전 면은 전기안전 관련분야에 대한 취재 활성화와 영역확대를 위해 새로 만든 것이다.
발전 면은 2001년 4월 한전에서 분리된 5개 화력발전회사와 향후 발전 산업에 참여하려는 국내외
업체에 대한 뉴스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 면은 전력거래소 움직임과 전력시황 등 전력
거래 관련 뉴스를 제공,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설했다.
정책 면은 정부정책이나 법규 변화를 빠르게 전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유익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테크놀로지 면은 전기·전력·통신
분야 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최근 기술동향을 독자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신설했다.
또한 중단되었던 사설을 다시 게재하고 정보통신 지면 특화, 오피니언 지면 개편 등 종전 지면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사설은 주 1회 월요일 자에 게재하고, 필진은 국내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의 석학과 중견학자들을 비상임 객원 논설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정보통신 지면 특화를 위해 한국통신을 비롯한 메이저 통신회사는 물론 통신공사업체와 통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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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 정보통신 전 분야로 취재영역을 확대했으며,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 관련 IT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오피니언 지면의 대폭적인 개편을 위해서 칼럼 필진을 보강하기로 하는 한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경제칼럼과 만화를 신설했다. 김진동 씨(당시 서울경제신문 주필)의 명쾌한
경제·사회관련 칼럼인 ‘김진동 칼럼’(목요일자)과 시사만화가 박상기 씨의 ‘세상만사’(2면), ‘고주파
씨’(사회면)를 월·목요일에 고정 게재토록 하고 독자투고란을 활성화했다. 신문의 목소리를 강화하
기 위해 데스크 칼럼을 신설해 이슈화되는 사건이나 정부정책 등에 대한 전기신문사 데스크의 목
소리를 담았다. ‘기자의 눈’을 신설, 최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바라보는 전기계에 대한 날카로
운 견해도 지면을 통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발전 민영화의 득과 실, 구조개편과 전력수급, 바꿔야 하는 전기물류 시스템, 전기공사에 대한 연
중캠페인도 벌였다. 이외 초전도 변전소·발전소 등장, 형광등 폐기물 문제, 동북아 에너지 협력,
파워콤 민영화 후 통신시장 구도변화, 전력거래시장 오늘과 내일 등 당시 현안을 주제로 한 기획물
을 지속적으로 싣기도 했다.
이 내용을 섹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면을 발간하는 월요일자의 경우 1·2면은 종합, 3면은 해설, 4면 종합, 5면 월요기획, 6면 정책,
7면 오피니언, 8면 한전, 9면 발전/거래, 10면 테크놀로지, 11면 원자력, 12면 국제, 13면 에너지,
14면 IT, 15면 문화, 16면 전기공업, 17면 시공/안전, 18면 전국패트롤, 19면 사회, 20면 E매거진

등으로 섹션을 분류했다.
각 면별로 다뤄진 기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1면은 총괄을, 2면은 만평 포함 전기계 뉴스를 총
체적으로 다루고, 3면 이슈 분석과 해설, 4면 동정을 포함한 전력산업계 뉴스 총괄, 5면 기획특집
시리즈, 6면 정책해설을 포함한 전기관련 각 정책부서 정보를 담고, 7면에는 칼럼과 독자투고, 데
스크 칼럼, 기자의 눈 등(주간 전력약사 포함)을 다뤘다. 그리고 8면은 한전본사 및 전국사업소 정보
를, 9면은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 정보를 담았다.
10면은 전기기술의 트렌드와 동향분석(기술계 단신 포함) 등을, 11면 원자력계 정보, 12면 해외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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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콤 민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2001. 6. 14

●● 전력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문의 심층분석 기사
2001. 1. 1

회사 및 해외신상품 소개를 포함한 기업정보, 13면 에너지업계 정보, 14면은 첨단전자·통신·정
보분야의 정보를 위주로 실었지만 생활법률이나 등산, 낚시 등 레포츠 정보도 게재했다.
이밖에 16면은 전기기자재 업체 정보를, 17면 발전·송변전·배전·통신 등 시공분야업계 정보와
안전관련 정보, 18면은 제2의 사회면 기사를 게재(전기공사 패트롤,인사, 노무 포함)하고, 19면 전기계
전반에 걸친 사건과 미담, 마지막으로 20면은 전기공업계의 핫이슈를 다루면서 ‘클릭 이 사람’ 또는
‘리딩 컴퍼니’ 등의 제하로 시리즈물을 실었다.
12면을 발간하는 목요일자의 경우는 1·2면에는 종합뉴스를, 3면은 해설, 4면 기획, 5면 한전, 6면
IT, 7면 원자력, 8면 전기공업, 9면 시공/안전, 10면 전국패트롤, 11면 사회, 12면에는 전기공업계

핫이슈를 담았다.
이들 각 섹션은 독자 친화적으로 배열, 읽기 편한 순서로 지면을 조정했으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대폭 가미했다.
증면과 지면 신설에 따라 기자들의 출입처도 재배치했다. 인력보강이 없는 상태로는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긴 했으나 기존 취재인원의 운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입처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적은 수의 기자로 신문을 발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취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 제작일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전문 교열기자 아웃소싱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열부문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활용함에 따라 기자의 현장 취재시간이 대폭 확보되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취재가 가능하게 됐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공사협회 산하 19개 지회와 유지기관 등에 고루 분포되도록 통신
원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5명(남부지회 3명, 부산지회 1명, 제주지회
1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일부 활동을 개시했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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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신문 2002년 8월 5일자 / 사설 중

제2의
창간
정신으로
전기신문이 창간 38돌을 맞아 과거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재탄생한다. 불혹의 연륜을 바라보면서 내용과 형식을
모두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혁,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도전과 기획의 시기 한 가운데 서있다. 세계화, 국제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안팎으로부터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IT산업을 축으로 하는 미국경제가 침몰의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경제도 출렁이고 있으며 새로
운 성장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다.<중략>

신문의 생명력은 독자만족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기업과 상품의 존립의 요체가 소비자 만족이듯이 신문은 신문의 소비
자인 독자만족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생명력의 재충전을 위해 독자 중심으로, 독자의 요구에 접
근하도록 내용을 환골탈태하려 한다.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신문의 본래적 기능인 비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특수신문다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석, 비전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려 한다. 사설, 데스크칼럼, 기자의
눈 등을 신설하고 외부 칼럼을 보강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층의 확산과 정보원의 광역화 그리고 정보 유통수단의 다양화와 속도의 동시화에 대응하고 한발 앞서가기 위해 국내
외의 취재망을 대폭 확충하고 독자투고란을 신설해 독자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이다. 이
는 곧 독자만족을 실천하고 독자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록 전문지이지만 할 말
은 하는 신문, 대안이 있는 신문, 폭넓고 깊이 있는 특수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중략>

전기신문은 이 기회에 여타 전문지와 다른 전문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전기계의 창으로 또 대변지이자 파트너
로,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동반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불혹의 연륜만큼 축척된 지혜와 틀
을 깨고 나오려는 개혁 에너지가 자산이자 무기이다. 보면 볼수록 더 찾고 싶은 신문이 되려 한다. 간단없이 변혁을 거듭
하면서 전문지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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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범국가적 전력정보센터에 콘텐츠 제공

전력산업발전
이바지
계기 마련
2000년 들어 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매순간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한편·신속성, 정확성도 덩달아 중요한 사항으로 떠올랐다.
정보제공자(Server)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정보이용자(Client or User)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손쉽게
찾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 역시 제공자와 이용자의 능력에 따
라 보다 큰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릇된 정보제공과 이용자 오류로 인해 퇴보의 길을 걸을 수
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각 전력회사 및 협·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트라넷 형식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술도서, 연구보고서, 에너지정책, 산업
전반의 동향, 각종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전력뉴스를 생산하면서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차원으로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형편이었다. 정보제공 또한 자체
적인 소규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국내 각 연구기관에서조차도 제한적인 내용의 자료
를 일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중복된 정보 제공 혹은 가치가 상실된 내용들이 존재함
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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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가한 귀빈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2002. 5. 24

●● 창간 38주년 기념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오석보 전무와 김용수 전기신문 사장

이런 상황에서 전기신문사는 2002년 8월 전력연구원(ETEP)으로부터 ‘전력산업기술정보 종합시스
템 구축사업10 ’에 따른 콘텐츠 개발을 의뢰받았다.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책결정이나 기
획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경영, 신기술 동향, 생산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전력산업분야 포털사이트이면서 전력산업기술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이었기에 인터넷을 많
이 사용하는 이용자 수준을 고려해 정보검색에 최대한 편의성을 부여하고, 선정된 회원에게는 주
기적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완성도에 주력했다.
전기신문사를 비롯한 한전, 전기협회,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전중앙교육원, 발전교육원, 전력기술인정보나눔터 등 10여 개 기관이 전력연구원
으로부터 콘텐츠 개발을 의뢰 받았는데, 정보 분야 특성별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는 항목별로 차
별화하여 설계됐다.
전력연구원은 총 3차 연도, 2002년 10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에 걸쳐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했다.
이중 전기신문사는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에 걸쳐 정책·산업동향 국내외 뉴스를 전력연구원에 제
공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10

이 사업은 전력연구원이 기획한 사업으로, 국내외 전력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신기술을 비롯한 전력산업 동향, 전력산업기술 문헌,
전력기술 특허, 해외 유명 연구소 연구보고서, 기술기준, 교육자료, 학술논문, 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
에게 제공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산자부 관계자, 교수와 전기공학 전공 학생, 전력산업 관련 회사 엔지니어, 전력산업 종
사자, 국내 전력관련 학회, 협회회원 등 중급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술정보 서비스는 2002년 10월부터 ETEP 홈페이
지(http://etep.kepri.re.kr)를 통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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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내용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조사 및 분석을 크게 전력
산업기술정보와 전력산업정책정보, 해외전력산업정보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개발범위
는 국내외 전력산업정책 정보 수집 및 제공, 전력산업 관련 신기술·신공법 기술정보, 전력산업과
관련한 타 에너지산업 정보, 전력산업과 6T 기술11이 접목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국내외 전력
산업 동향 소개, 기타 전력산업 관련 뉴스 등이다.
부문별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전력산업기술정보 부문에서는 발전과 송전을 비롯하여 변전, 배전, 제어, 전력, 계통, 계측, 통신,
원자력, 전원개발, 안전, 환경, 폐기물, 전력응용, 전기재료, 전기기기, 전력산업, IT응용, 신에너
지, 기반기술, 원료물성,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를, 전력산업정책정보 부문에서는 국가정책과
업계동향,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신뢰성 향상, 제품품질 향상, 전력사업 다각화, 공공이익, 에너
지 효율향상, 환경, 자원수급, 인력수급(교육), 재무(Financial), 법(규제), 기준(표준), 통계(수치 자료)
등의 정보콘텐츠가 있다.
또한 해외전력산업정보 부문에서는 기술 선진국들의 전력산업 관련 정책 및 동향,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 국제적 규격(스탠다드), 안전 연구개발 동향, 관련 산업, 해외 수출입 등의 정보 콘텐츠를 제
공한다.
전력뉴스의 제공형식은 제목과 원문 포함, A4용지 기준 1매 내외로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고
수집된 정보는 당일 또는 다음날에 제출했다.

1 ) 1차 연도(2002.10.1~2003.6.30)

      

1차 연도에 전기신문사는 정책·산업동향 뉴

스에 관한 콘텐츠를 주2회 전력연구원에 제공했는데, 월별 제공건수를 보면 2002년 10월~2003년

11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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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조직도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조직도

총괄책임자
편집국장

자문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국내전력관련 뉴스관리

해외전력관련 뉴스관리

전산 정보 관리

데스크 (부장)

데스크 (부장)

편집팀장

취재팀

정보조사 분석팀

전산처리 팀

국내정보 수집, 분석

해외정보 수집, 분석

전력관련뉴스 취합

정보평가 및 종합

정보평가 및 종합

전력관련뉴스, 전송, 관리

3월 사이에는 매달 330건씩(국내 250건, 국외 80건), 200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매달 340건씩(국
내 260건, 국외 80건) 9개월에 걸쳐 총 3,000건(국내 2,280건,국외 720건)의 콘텐츠를 제공했다.

정보수집 경로는, 국내의 경우 취재원의 정보 제공에 따른 업계동향 취재와 전기신문 기획특집 기
사를 활용하고, 통신원이 보내준 뉴스나 기고 및 투고도 콘텐츠 생성 정보로 활용했다. 해외정보는
미국의 ‘The Megawatt Daily’나 ‘Transmission & Distribution’, ‘New Equipment Digest’ 등과 일본
전기신문, ‘현장기술’, ‘생산과 전기’등에 실린 내용을 활용했다.
이밖에 전기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월간 ‘전기설비’ 편집자문위원(서울대 문승일 교수, 한전
중앙교육원 교수 등)을 활용해 전력산업기술정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시행, 최

상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전력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점 추진방향과 검토 분야를 수립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1차 연도 콘텐츠 개발에 투입된 인원은 총 11명으로 당시 김홍섭 편집국장이 총괄을 맡았다. 연규

해·백국환 부장과 이석우 차장, 여기봉·유희덕·안광훈·황인국·송세준 기자는 기술정보 연구
를 담당하고 김은숙 기자는 전산처리를, 신동호 대리는 실무를 맡았다.

2 ) 2차 연도(2003.7.1~2004.6.30)

      

2차 연도에는 국내 7,000건, 국외 1,000건(월

별 제공건수는 평균적으로 국내 583건, 국외 83건) 등 총 8,000건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량은 1차 연

도와 마찬가지로 1건 기준으로 A4 용지 1장 200단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보수집 경로는 1차 연도와 크게 달라진 것 없었으며, 생성된 기사는 데스크의 최종검증과 평가
를 거친 후 제공했다.
2차 연도의 국외 정보 수집은 미국이나 일본 외에 유럽권으로 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전기신문과 상호 정보제공 협약을 체
결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 제공 매체에 대한 정기구독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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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추진절차

세부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국내외 자료조사 수집 및 분석

방향제시, 자료제공

초(안) 작성

전력뉴스 선정 및 검토(데스크)
EPIC 검토 승인
최종(안) 원고 작성

전력뉴스 제공(한글, MS Word, Excel)

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수집된 정보는 조사·분석과정을 거쳐 옥석을 가려 최종 선정하고, 전문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내
용이라도 검증과 평가과정을 거친 후 제공했다.
2차 연도 정보수집 대상 매체로는 ‘The Megawatt Daily’,‘Transmission&Distribution(Power Quality
News Beat, Energizing 등)’, ‘New Equipment Digest’, ‘EPRI’, ‘IEEE’, ‘IEC’, ‘NEC’를 비롯해 일본 전기

신문, ‘현장기술’, ‘생산과 전기’등을 활용했다.
2차 연도 콘텐츠 개발에 투입한 인력은 최영규 편집국장(총괄)을 비롯하여 총 15명으로, 취재관리

에 연규해 부장, 정보관리 백국환 부장, 전산관리는 박태선 팀장이 맡았다. 취재에는 여기봉·진시
현·유희덕·안광훈·남형권 기자가, 조사분석에는 황인국·송세준·윤정일·임현우 기자가 담
당하였으며 이밖에 김은숙 기자는 전산처리를, 신동호 과장은 실무를 맡았다.

효과적인
추진 방법 수립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인력이 있어야 했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방법을 수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주요 개발인력을 구성, 그 체계를 명확히 했다. 관
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편집국장이 총괄책임을 맡았다. 취재팀이 수집 분석한 국내자
료 등과 정보 조사분석팀이 수집 분석한 해외정보 자료 등은 각 데스크에서 관리하고 전산처리팀
이 취합한 뉴스는 전산 정보관리 편집팀장이 관리했다.
세부계획 수립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내외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렇게 모아진 자
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데스크로 넘기면 데스크에서는 그 자료가 전력뉴스로 합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원고가 작성되면 EPIC의 검토 후 전력뉴스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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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관련 국내외 뉴스는 모두 동시적이며 매 시각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신문은 이를 신속·정
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다. 또한 전력뉴스의 생성 특성상 이 모든 뉴
스는 정보수집 당일 또는 다음날에 제공했다.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등
효과 극대화

전력산업기술정보 콘텐츠 개발의 파급효과는 기술적인 측면과 산업·경
제적 측면, 정책적인 측면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본 파급 효과는,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으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전력뉴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력뉴스의 생성과 운영·유지·관리 등
일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분야 종사자간의 정보
교류·공유는 물론 전력산업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급도 용이해졌다.
전력산업기술 전문자료를 집대성하는 효과와 함께 전력산업분야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정
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산업정보
를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검색하게 됨에 따라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본 파급효과로는, 국가 에너지사업에 참고자료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국내외 전력산업 동향을 정확히 파악, 기술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에 실질적 도움과 전력산업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대책 수립에도 기여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선진국의 전력산업정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계획 및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담당자와 관련자간의 정확한 정보 공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력산업 동향을 정확
히 분석,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전력산업 관련 해외 수출산업 대응전략도 합리적 수
립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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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문화·차별화를 목표로

● 2003년 전기신문 1면

일류 전문지로
도약

전문지는 그 특성상 일간지와 속보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지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내용의 기사를 발굴, 취재하여 게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2003년에 들어서자 전기신문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기획특집과 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다각도로 구사했다.
신문사는 전문화, 차별화 전략을 세운 후 2003년 1월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종래 편집부, 취재
1·2부로 구성했던 편집국을 편집부, 전력에너지팀, 경제팀, 산업팀으로 개편하고, 기획사업부를

없애는 대신 광고(마케팅)팀을 신설했다.
개편된 직제에 따른 업무분장을 보면, 편집부는 신문의 편집 기획 및 제작, 교정 및 발간,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전력에너지팀은 국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원자력계, 발전, 전력거래 등을 주요 취
재원으로 삼았다. 또한 경제팀은 시공(전기공사, 건설, SOC,통신·소방공사 등)과 송·변·배전, 안전
관리 등을, 산업팀은 전기기기(중전기·전선·조명 등), 부품소재, 연구기관, IT, 벤처, 유통, 학회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계를 담당했다.
광고(마케팅)팀은 광고(마케팅) 전략 수립과 출판관계(광고 수탁, 대행광고 계약, 출판물 기획 등) 사업, 광
고 수탁, 신문이나 간행물 보급 및 판매, 지사나 지국, 보급소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총무부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일을 맡았다.
4월 1일 최영규 전 서울경제신문 정보통신부장이 신임 편집국장으로 입사하면서 팀별 구성원과 각

출입처별 담당기자가 배정됐다.
연규해 팀장이 이끄는 전력에너지팀은 남형권·진시현 선임기자와 안광훈 기자가 맡게 되었고, 백
국환 팀장 주도 하의 산업팀은 여기봉 선임기자와 황인국·송세준·임현우 기자가, 이석우 팀장이
이끄는 경제팀에는 유희덕 선임기자와 김성철·윤정일 기자가 소속됐다.
또 각 기자별 담당 출입처를 명확히 정하면서 팀별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알차
고 질 높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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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 18일자로 발행된
별지부록 ‘e-Power’

이와 때를 같이해 편집국에서는 전력에너지팀과 산업팀, 경제팀에 월 1회씩 할당하는 방법으로 ‘ⓔ
Power Korea’와 같은 기획물 제작 추진계획을 세웠다.

ⓔPower Korea는 광고수주와의 연계도 아울러 꾀하기 위해, 할당된 면 전체를 원색으로 특별히 구
성했다.
5월 19일자 ⓔPower Korea는 이부영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과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특별인터뷰를 시작으로 섹션별로 ‘동북아에너지 협력시대’를 맞아‘, ’르뽀/그린 빌리지 현장을
가다‘, ’대체에너지를 진단한다‘, ’PNG시대의 쟁점‘,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방폐장 건설계획‘, ’고효
율기기 어디까지 왔나‘, ’전기안전 시책과 문제점‘, ’중국 통합강제인증(CCC)마크 대응방안‘, ’전기계
인력난 심하다‘ 등의 타이틀로 29~43면에 걸쳐 심층취재 및 기획기사를 게재, 확실히 달라진 면모
를 과시했다.
바야흐로 전기신문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일류 전문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다양한
기획물 제작

전기신문은 창간 39주년을 맞아 독자서비스 차원의 타블로이드판 별지
부록 ‘e-Power Korea’(ⓔPower Korea와 별도의 부록)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한편 클린 컴퍼
니, 전기인 마라톤대회, 전기·에너지분야 e-SOC 구축사업, 출판사업 등 신규 사업도 전개하기
로 했다.
5월 19일자로 발간된 첫 번째 e-Power Korea는 ‘21세기를 달린다-전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주제로 분야별 총 40명의 인사를 인터뷰, 전면을 할애해 상세하게 수록했다.
강동석 한전 사장, 김영철 중부발전 사장, 윤행순 남동발전 사장, 이계순 한전KDN 사장, 이영철 서
부발전 사장, 이임택 남부발전 사장, 최양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상 한전·자회사), 곽기영 보국
전기 사장, 김덕현 대륙 회장, 김봉주 평일산업 대표, 김정만 LG산전 사장, 김준철 국제전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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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KD파워 사장, 박종태 제룡산업 사장, 양태권 동방전기 사장, 윤갑구 에이스기술단 회장, 이
경호 성원전기 사장, 이기원 젤파워 사장, 임도수 보성파워텍 회장, 홍순갑 일진전기 사장(이상 전
기), 김정훈 대한전선 대표, 손석기 태화전공 사장, 송윤용 넥상스코리아 사장, 양창규 희성전선 사

장, 한동규 LG전선 사장(이상 전선), 노시청 필룩스 회장, 박명구 금호전기 사장, 신박제 필립스전
자 사장, 이세용 태원전기산업 회장, 한스 요하임 오스람 코리아 사장(이상 조명), 김대중 두산중공
업 사장, 김영남 현대중공업 부사장, 김재학 효성중공업PG 사장, 한윤석 ABB코리아 사장(이상 플랜
트·기자재), 김창준 전기공사협회 회장, 김한준 삼화동력개발 사장, 민강기 남양계전 사장, 박광신

보성엔지니어링 사장, 신금재 금송전기 회장(이상 시공) 등이 이때 수록된 인사들로, 총 48면에 걸쳐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7월 21일자로 제작, 배포된 e-Power Korea 두 번째 판에서는 ‘전기자재 안전공급 우리가 책임진다’

를 주제로 전기공사공제조합 선정 기자재 공급 협력업체를 찾아간 내용을 총 24면에 걸쳐 실었다.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인터뷰를 시작으로 삼진변압기, 조일성업전기, 한양전기공업, 효
성, 매일전기, 국제중전기, 동원전기, 한솔전기자재, 영도케-블판매, 자유 케-블판매, 진로산업,
우신전기산업, 희성전선, 대원전선, 정광전기산업, KP조명, 태광종합전기, 세광산전, 정우전기, 천
일산전, 한성전기, 경지전기, 미래산전, 경일전업, 신명화스롤, 아시아전관, 영전산업, 진석프라스
틱, 합동전기공업, 원진테크 등 30개 업체를 소개했다.
8월 18일자로 발행된 ‘천연가스 미래가 보인다’ 주제의 별지부록에서는 LNG산업의 모든 것을 24면

에 걸쳐 정리했다.
‘LNG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비롯해 창립 20돌을 맞은 한국가스공사 현황, 전국 도시가스사 현황,
가스공사 대외사업단 김명남 실장 특별기고문(‘이르쿠츠크 파이프라인 사업 조명’), 국제화시대 중심에
서있는 한국가스연맹 탐방기사, 한갑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특별인터뷰를 차례로 싣고 이어 ‘산
유국을 꿈꾼다’라는 타이틀로 산유국의 꿈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내용을 심층취재 형식으로
담았다.
또한 한국가스기술공업(주) 소개와 정부의 천연가스산업 정책을 차례로 실었고, LNG 선(船) 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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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삼성중공업 거제현장을 탐방, 그 땀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SK해운, 한진해운, 대
한해운, 현대상선 등의 LNG운영 선사(船社) 현황을 소개, LNG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LNG 생산기지 현장(평택·인천·통영생산기지)도 빼놓지 않고 다뤄 LNG산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과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기술만이 살길이다’ 제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현황과 백영순·양영명 연구원의 특별
기고문을 싣었고, ‘가스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에서는 가스공사 각 본부장 인터뷰기사를, ‘가스산
업을 움직이는 기업’에서는 삼천리, 대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을 소개했다.
9월8일자는 ‘한가위 고향 가는 길, 전기사랑 가족사랑’을 주제로 24면을 제작, 한가위를 맞아 고향

가는 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전력설비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
을 알차게 담았다. 전기신문 편집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획력,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
휘,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국내 발전소 위치와 설비용량을 지도와 도표를 이용해 담은 지면을 시작으로 각 발전소를 그 지
역 특산물과 연계해 재미나게 실었다. 태안화력은 특산물 육쪽 마늘과 연계해 다뤘고, 원전 수거물
센터로서의 위도는 멸치와 함께, 영광원자력은 굴비, 보령화력은 머드팩, 제주화력은 옥돔, 고리원
자력은 기장미역, 삼천포화력은 사천전어, 당진화력 꽈리풋고추, 하동화력은 재첩국, 양양 양수는
인진쑥엿과 함께 엮어 풍성하고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또한 12, 13면 양면에 걸쳐서는 각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 윷놀이 판을 만들어 만월 아래서 우리 고
유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게 아이디어를 냈다. 16, 17면에는 ‘전기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 이라는
타이틀로 전기계 잉꼬부부로 알려진 표한기·정세라(한국동서발전)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정겹게 담
았으며, 마지막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내용을 양면에 걸쳐 만화로 쉽게 풀
어주었다.
2004년 1월 1일자로 발행된 별지부록 ‘21세기를 달린다-전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제2편에서는

분야별 총 20명의 인사를 선정, 24면에 걸쳐 인터뷰 기사를 약력과 함께 상세히 수록했다.
은영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이경삼 한전기공 사장, 이승훈 전기위원회 위원장,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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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변천사
1 大韓電氣新聞 1964. 5. 18 ~ 1966. 9. 5
2 大韓電氣新報 1966. 10. 19 ~ 1987. 10. 15
3 韓國電氣新間 1987. 11. 16 ~ 1998. 5. 17

1

4 한국전기신문 1998. 5. 18 ~ 2002. 8. 4
5 전기신문

2002. 8. 5 ~ 2006. 2.

6 전기신문

2006. 3. 2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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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원자력연구소 소장, 정경남 한국전력기술 사장(이상 전력에너지),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장, 류홍우 전력전자학회 회장,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윤세양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
회장, 이희평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이상 협단체·연구원), 김인재 플레넷 INT 사장, 박영조 제일
전기통신 사장, 이충호 중원전기공업 사장, 최병철 극동 전선 사장, 홍기준 한국종합에너지 사장(이
장 산업계), 성만영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신중린 전력시장신기술연구센터 소장, 이복희 차세

대고압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이승재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이은웅 대한전기학회 회장
(이상 학계) 등이 이때 수록된 사람들이다.

2004년 4월 1일자 별지부록에는 ‘KTX (한국고속철도) 전기로 달린다’를 타이틀로, 24면에 걸쳐 고속

철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담았는데 1~12면은 ‘파급효과, 이것이 궁금하다’, ‘고속철을 움직이는
사람들’, ‘고속철이 있기까지’ 등의 내용을 집중취재형식으로 다루고, 13면부터는 서울역, 광명, 천
안아산, 서대전,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광주, 목포역사 등을 현장취재하여, 차례로 실었다.
전기신문은 신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중 하나로 최근 기업경쟁력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범전기계로 확산하기 위해 ‘전기계 윤리경영號 발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고 연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기업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정보의 매개체인 홈페이지 구축 확산을 위해 경영대회
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외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기신문사는 해외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섰
다. 우선 교류 대상으로 삼은 해외협력 파트너는 사단법인 일본전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전기신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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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창현 사장을 비롯한
전기신문 관계자들이 일본 전기신문 측과
상호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2003. 8. 1

일본 전기신문12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인 2003년 8월 1일, 한국전기신문사 주창현 사장과 함께
인태화 이사, 김학형 이사, 그리고 최영규 편집국장이 일본 신문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일
본으로 출국했다.
이날 첫 모임에서 한국전기신문사 일행은 슈이치 나카이(中井 修一) 신문부장을 비롯한 아리미츠(有
光 威征) 차장과 토루하가(芳賀 澈) 편집국장, 사이토(濟藤 孝次) 편집국장 대리 겸 보도실장 등 일본

전기신문 측 주요 인사들과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만남은 한국전기신문사 일행과 동행한 서울대 박종근 교수와 현지 동
경전력 기술개발본부 개발계획부 국제담당 마사오 모리시타 부장, 그리고 한국전력 박규호 동경사
무소장도 배석해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창현 한국전기신문사 사장은 뛰어난 기획력과 정확한 정보력으로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전기신문의 역사와 전통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례적인 교류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앞으로 자
주 만나 서로 신뢰를 쌓아 가면 양 신문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
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전기신문의 슈이치 나카이 신문부장은, “일본 전기신문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전
기계를 대변하는 일간지”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현재 중국과 콘텐츠 교환 등 활발한 교류를 진
행 중”이라 밝힌 뒤 “앞으로는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루하가 편집국장은 “한국의 전기신문을 읽어보고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특집기획력과 아이디어

12

1907년 11월 3일 창간된 일본의 전기신문은 96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 유수의 언론사이다. 창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행인이 바뀌다 1942년 신문통합령에 의해 사단법인 일본전기협회에서 발행,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신문은 동경 본부에 총무국
과 사무센터, 편집국, 업무국, 종합미디어국, 논설위원실 등을 두고 9개 전력본점 소재지에 총·지국이 있다. 2003년 8월 현재 신문
종사자 총 인원 120명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약 7만부의 발행 부수에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12면, 연간 250여 호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기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일간지로 각종 출판물도 기획, 발간하고 있다. 이 신
문은 정부 에너지정책을 물론 전력회사 경영이나 인사동향, 종합전기, 정보통신업계 경영과 기술동향, 전기설비 공사와 자재업계의
동향 등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독자별 구성비를 보면 전력분야가 38%로 가장 많고 전기공사·전설·건설공사 분야는 20%, 전
기·전자·정보·통신분야는 18%, 기타 원자력·금융·상사·관척·학계·해외 등의 순이다. 일본 전기신문은 전력 관련 각종 세
미나를 비롯해 스포츠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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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알차 내용의 기사를 제
공하는 데 양 신문이 협력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양측
이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창현 사장은 한국전기신문이 매년 창간기념일에 개최하고 있는 전기문화대상이 곧 제7회를
맞게 되는 바, 이 시상식 행사에 일본 전기신문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전기신문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전기신문사는 일본 전기신문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대외적인 위상제고는 물론 기사의
폭도 한층 넓고 깊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기신문은 종전에 비해 일본 전기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2003년 8월 4일자부터 특별기획 시리즈로 ‘일(日) 전공(電工) 신시대 전력계 각사(各社)의 전략’ 연재

로 게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코바야시 켄지 기자가 일본 전기신문에 연재한 ‘電工 新時代 電力界 各社의 戰略(전공 신시대 전력
계 각사의 전략)’을 정리해 일본 전기공사업계의 현실과 과제, 미래전략을 짚어 본 이 기획시리즈는

①  간덴코-토양 개량상버에 도전, ②킨텐-電設(전설)과 정보통신을 접목, ③토에넥-고객서비스를
전국적으로, ④훗카이덴코-합병으로 훗카이도 영업네트워크 구축, ⑤유아텍-물과 비누로 고객
개척, ⑥호쿠리쿠덴코-에코 제품으로 지역과 공생, ⑦주덴코-소량 전기 공사에 주력, ⑧시덴코정보통신을 ‘제3의 주력사업’으로, ⑨규덴코-토탈 리폼(Total Reform)체제 구축 등의 제목을 달아
총 9회에 걸쳐 연재됐다. 이 기획시리즈는 아직은 생소한 일본 전기공업계를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날짜 15면에는 이쿠마 히토시의 베스트셀러 「에너지 벤처」(일본공업신문사 발행, 2001) 내용
을 토대로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 ‘에너지 벤처’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8월 11일자부터는 칼럼 ‘도쿄단상(20면, emagazin)’을 신설, 연재했다.

필자는 박규호 한전 도쿄사무소장으로, 일본의 전력시장 동향과 전기와 에너지 관련 기업정보 등
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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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초대석’
기협중앙회 장시종 부회장과
인터뷰중인 최영규 국장
2003. 11. 10

전기위원회 이승훈 위원장과
인터뷰중인 연규해 부장
2003. 11. 17

‘도쿄단상’ 첫 회는 무더위 속 절전과 씨름 중인 ‘도쿄-원전 멈춰 전력부족사태 심각해’가, 2회는 일
본 속의 사오정과 오륙도 ‘젖은 낙엽족 … 고령화 사회’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독자들의 많은 사랑
을 받았다.

실속 위주의
지면개편 단행
2003년 가을, 전기신문은 인물정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10월 6일자 신

문부터 ‘월요초대석’을 신설하고, 청년실업 등 고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면(Hello Job)을 새
롭게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지면개편을 단행했다.
제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종래 1면이던 전기공업 면을 2면으로 증면하고 전자분야까지 취재영
역을 넓히는 한편 정보화 사회를 주 내용으로 하는 ‘e라이프, 디지털세상’도 신설했다. 취업 포털사
이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이경우)와 업무제휴를 맺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
용도 독자들에게 제공해 나갔다.
최영규 편집국장이 맡아 취재한 ‘월요초대석’은 첫 번째로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남병주 이사장
(10.6, 4면)을, 두 번째는 전기산업진흥회 김준철 회장(10.13, 4면)을, 세 번째는 한전 대외사업본부

윤맹현 본부장(10.20, 4면)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으며, 2003년 11월 17일자부터는 연규해 부장과 백
국환 부장 등이 함께 돌아가며 맡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종래 한 면이었던 전기공업 면은 두 면으로 늘려 전기공업(Ⅰ)과 전기공업(Ⅱ)으로 나눠 6면과 7면
에 각각 실었다.
지면개편 후 처음으로 전기공업(Ⅰ)면에는 LG산전이 최근 한국 서부발전(주)에서 발주한 52억 원 규
모의 평택화력 1~4호기 보일러 제어설비를 수주, 외국업체가 독점해온 화력전소 제어설비시장 국
산화의 길을 열었다는 흐뭇한 소식과 함께 빌딩자동제어 전문기업 바스코리아가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자동제어시스템 ‘XOMEGA’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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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소식을 담았다. 또한 연재 8회 째를 맞는 ‘전동기의 미래와 발전분야 전망(김정철 LG전자 상무)’
난도 실었다.
전기공업(Ⅱ)에는 ‘40W 형광등 생산금지 사실상 유보’라는 제하의 기사와 한전기공이 5년 연속으로
‘2003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46개사 중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업체탐방’에는 ‘아이
디어 하나로 업계 평정’이라는 타이틀로 올라이트라이프를 박스에 담아 소개했다. 이외에 고효율
반사갓에 E마크와 제조업체 이름을 철판 위에 스티커가 아닌 프레소로 찍어 명기해야 한다는 에너
지관리공단의 새 소식도 담았다.
신설된 ‘Hello Job’면에는 ‘하반기 취업 전략도 가지가지, 업종별 채용정보 사이트 봇물’이라는 제목으
로 건설취업 전문사이트 ‘워커’가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종 취업을 위한 5계명을 정리 요약, 게재했다.
또한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커리어가 구직자 1,861명을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
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면접 의상에 대한
충고를 박스에 담아 싣기도 했다.
같은 면 우측의 ‘직업의 세계’에서는 취업을 앞둔 구직자들에게 최근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머천다이저(MD)에 대해 소개하고, 하단 ‘커리어 구인정보’ 난에는 각 업체별 모집분야와 자격, 인원,
마감일과 연락처 등을 상세히 게재, 취업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지면개편에 따라 새롭게 20면을 차지하게 된 ‘e라이프, 디지털세상’은 앞바퀴 2개, 뒷바퀴 1개인 역
삼륜 방식으로 제작된 국내 첫 전기 모터사이클 트로이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하면서 기자가 직접
운전해 본 시승기를 아울러 함께 담았다.
‘클릭 이사람’ 코너에는 옥션을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로 키운 이니시스 이금룡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싣고, 하단에는 경기도 안산에 문을 연 오스람 조명전시관 개소식 현장을 사진과 함께 게재
했다.
지면개편으로 신설된 지면은 일반 독자나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실속
있는 기사들로 꽉 채워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인 전기신문 편집진들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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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인 500인에게 듣는다’
설문조사 분포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기업계
최대 단독조사 실시
2003년 당시 원자력 정책은 심각한 찬반논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력산

업 정책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업계 현안으로 떠오
르고 있었다.
전기신문은 이에 한전을 비롯한 주요 전력산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력수급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 설문조사는 2003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전력그룹사 및 전기사업자(291명,
41.4%), 전기 협·단체(110명, 20.7%), 제조·공사·유통업체(66명, 12.5%), 연구원 및 학회 등을 비롯해

기타 134명(25.4%)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기산업인 500인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전기산업계 단독조사로는 최대 규모이자 전기신문 사상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이였다.
설문조사 연령분포는 20~30대가 71명(13.4%), 30~40대가 235명(44.4%), 40~50대가 185명(35%),
50~60대가 30명(5.7%), 60대 이상은 8명(1.5%)이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29명 중 ‘적극 찬성’이 25.3%로 134명을 기록했고, ‘일부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39.8%(210명), ‘민영화를 배재한 전면적 수정’ 18.1%(96명), ‘구조개편 반대’ 15.9%(84명), ‘기타’
0.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수적 우세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한전이나 발전회사 등 전체 응답자의 41.4%를 차지한 전력그룹사 소속 직원들은
구조개편에 대해, ‘적극 찬성(11.8%)’과 ‘일부 수정 필요(42.0%)’ 등으로 답해 53.8%(119명)가 찬성 의
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 중 53.2%(183명)가 ‘발전·배전 부문의
민영화를 통한 완전경쟁시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전력시장 형태로 꼽아 대다수
가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에 관해서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명에 달해 44.4%
를 차지했으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로는 응답자 가운데 68.8%에 이르는 354명이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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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안전통제센터에서 CCTV를
보고 있는 보도사진
2013. 1. 3

전소 주변지역을 꼽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24.6% 가운데 ‘원전수거물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
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으며,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가 들어선다면 어
떻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수용하겠다’는 반응이 52.3%를 차지해 전력산업인 대다수가 친 원전 성
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을 수용할 수 있
겠는가’라는 물음에는 10%인상이 46.1%(244명), 30%인상이 17.7%(93명)를 차지하는 등 절반 이상
이 요금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상수용 불가로 답한 사람도 27.8%(147명)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어떤 연료의 유형으로 지어져야 하는가’라는 설문에는 풍력, 조력 등 대체
에너지 쪽이 40.5%(214명)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원자력이 26.5%(140명), 유연
탄 화력 13.6%(72명), LNG발전 13%(69명), 수력 및 양수 발전 2.8%(15명), 국내 무연탄 화력 1.9%(10
명)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대북 전력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3.2%(387명)가 적정수준의 요금징수를 동반해야 한
다고 답했다.
또 고효율 기기 사용 등 에너지절감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항목이
35.9%(190명)로 으뜸을 차지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기계 구조개편 지지자가 많았으며, 최대 현안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
사 민영화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전기산업인들 상당수가 찬성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기사는 2004년 1월 1자 전기신문에 게재되어 전기산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
자들도 긍정적이고 호기심어린 반응을 보였다.
전기신문사는 이를 계기로 또 한 번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으로 전기계에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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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40년을 기념해 제작된
‘전기사랑 나라사랑’ 심볼마크

정론지의 목소리를 내다

의식개혁
운동 펼쳐
2004년은 전기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전기

신문은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전문지로서 업계와 더불어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다.
지난 40년 동안 전력산업과 전자공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그 중 전
기는 모든 것의 원동력으로서 우리 생활에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전력자원의 소중함과 그 합리적 이용에 대한 과제는 이제 전기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도 알고 익혀야 할 일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전기신문은 이런 요구에 따라 2004년 한 해 동안 ‘전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다.
지면을 통해 풍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독자와 일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
벤트를 통해 업계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국민의 신문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전기신문은 먼저 ‘전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이자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을 위해
2004년 1월 5일부터 2월 7일에 걸쳐 ‘국민 인식전환 시급하다(1부)’라는 제목으로 특집물을 기획, 시

리즈로 연재했다.
총 6회에 걸쳐 신년특집 기획시리즈로 연재된 이들 기사는, ‘①  프롤로그-전력설비의 필요성 절실’,
‘②전력설비에 대한 오해를 풀자’, ‘③~④끝없는 민원…민원…민원(상, 하)’, ‘⑤대체에너지의 진실’,
‘⑥전력사업을 모니터하자’ 등의 주제로 게재됐다.
시리즈를 통해 전기신문은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려 했다. 국제
공인기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송전철탑이나 변전소에서 발생한다는 전자파, 원자력발전소에
서 나온다는 방사선 양은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을 뿐더러 자연환경에서 얻는 양에 비하면 극미량
인 것을 소개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기사를 게재했지만 국민들은 그때까지도 안전
성 여부에 대해 믿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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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관계자들이
부산 해운대변전소 인근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신문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나 관계기관도 반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계자들은 매번 ‘정말 애쓰고 있다’, ‘말조차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끝없이 부정적인 것을 보면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는 말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전기신문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전환 프로젝트를 장기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쇄도하고 있는 민원현장도 기획시리즈로 다뤘다.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154kV 김포변전소 등의 민원요소를

기자들이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주민들은 전자파와 지가하락을 문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파
의 경우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웠고,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민원은 아쉽게도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원전단지 온배수 민원도 살펴봤으나 어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인정되는 제한보상이나 어업권이 완전히 상실돼 이뤄지는 소멸보상, 모두 한 번의 보상으
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더욱이 온배수로 인한 보상이 재산권 소유자 개인별로 이뤄지다
보니 개개인의 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불씨를 안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야 한다.”고 민원해결 관련 실무자들은 입
을 모았다. 이러다 보니 성남시 분당구 정자변전소와 같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
지만 변전소 건설이 미뤄져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된 사태가 발생했다. 전기신문은 안타까운 마음
에 이 상황을 자세히 취재, 보도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괴리도 빠지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원자력이나 유연탄의 생산
단가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은 약 18배나 많고 실용화를 위한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
져 보급단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여기에 전력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
러 관계자들의 얘기도 게재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전환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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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0주년기념

독자대상 설문조사 분포도

전기신문을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독자대상 설문,
전문지 위상 확인

창간 4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은 자사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
을 묻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기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에서 동
시에 설문조사를 실시, 총 604명의 독자가 참여한 조사 결과 독자들은 각종 보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매우 높다’(26명)와 ‘높다’(277명)를 선택한 독자는 총 303명으로 전체 50%를 웃
돌았다. ‘낮다’ 혹은 ‘매우 낮다’라고 평가한 독자는 총 21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80명(46%)은 타 매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전기신문이 단행한 전력에너지 섹션과 전기안전면 신설 등의 지면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점수를 줬다.
‘만족한다’가 102명, ‘대체로 만족한다’ 337명 등 전체의 73%에 달하는 439명이 만족스러움을 나타
냈다. 165명(27%)은 ‘그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대체로 불만족’ 혹은 ‘불만족’을 응답한 독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전기신문이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앞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설문참여자의 64%에 해당하는
384명이 ‘전문성’을 꼽아 전기 분야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독자들은 속보성(74명, 12%)과 심층성(62명, 10%), 정확성(49명, 8%), 비판성(23명, 4%), 공
정성(12명, 2%) 등에 있어서도 다른 매체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기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속보성을 꼽은 독자는 229명으로 전체의 38%라
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비판성(199명, 33%), 심층성(78명, 13%), 공정성(36명, 6%),
전문성(35명, 6%), 정확성(27명, 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신문을 구독하면서 얻는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2%인
194명이 ‘기술 및 신상품 개발 정보’를 꼽았다. 또 175명(29%)이 기업정보를, 138명이 정책(23%), 82

명이 이슈분석(14%), 15명이 인물정보(2%)를 각각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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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내걸린
본지 창간 40주년 기념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대형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설문 조사 중 눈에 띄는 것은 독자 중 절반 이상이 전기신문이 앞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워크
숍 등 학술 사업(323명, 53%)’을 지적한 것이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 사업(152명, 25%),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
복지사업(64명, 11%),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41.7%) 등도 주문했다.
일간지 발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51%(308명)가 일간 전기신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
요 없다’가 28%(167명), ‘잘 모르겠다’가 21%(129명)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604명 중 전기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보거나 자주 본다고 답한 소위 열독층은
총 370명으로 전체의 61%였으며, 가끔 보거나 거의 구독하지 않는 독자는 39%인 234명으로 분
석됐다.

창간 40주년 44면
특집호 발행

전기신문사는 창간 기념일보다 하루 앞선 5월 17일 월요일자로 44면을
할애, 창간기념 특집호를 발행했다.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는 1면 톱기사로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이 5월 18일 여의
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측에는 ‘전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과 제1회 전기인 마라톤대회와 워크숍, 심포지엄 등 4대 신규 사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큼지
막하게 실었다.
2면 좌측에는 사설이, 우측에는 전기신문 창간 40주년 기념휘호 ‘전기려국(電氣麗國)’이 큼지막하게

자리잡았다. 전기려국은 전홍규(全洪圭) 선생의 작품으로 전기로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를 만들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단에는 박상기 화백의 만평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40년’이 실렸다.
3면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인터뷰기사를, 4면은 한준호 한전 사장 인터뷰를 각각 전면에 담았

다. 5~8면에 걸쳐 게재한 특집기사에서는 ‘격동의 세월 딛고 전기계 대표언론 우뚝’이라는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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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창현 당시 사장이
시상식에 참석한 500여명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전홍규선생의 창간 40주년 기념휘호 ‘전기려국’

Chapter 3 새천년, 새로운 변화를 이끌다 1997 - 2004

209

● 창간 40주년 관련 사고

아래 전기신문이 걸어온 발자취를 연도별로 상세히 회고,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온 40년을 반추했다. 5면 우측에는 주창현 전기신문 사장을, 6면 좌측에는 전기신문
공채기자 1기 출신의 김정배 전기공사협회 상무이사 인터뷰를 담았다.
주 사장은 인터뷰에서 “전기신문은 지난 40년간 전기생산자의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는 전
기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전문가의 영역은 물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두를 연 뒤 “인터넷과 종이신문 발행을 병행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전기신문인 ‘일렉타임즈’를 기반으로 전문 일간지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신
문을 주3회 발행되는 특수일간지로 전환할 방침이며, 전기산업계에 치중했던 취재영역도 건설부문
과 생활가전, 환경 등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과 함께 숨 쉬는 친숙한 신문으로서 위상을 한 단계 높
이겠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30년 전인 1976년 입사 당시의 상황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에 한 톨의 밀알
을 심는 기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지나온 40년의 세월처럼 잡초근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8면은 5월 10일 동국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독자좌담회를 실었다. 김준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과 백수현 동국대 교수, 노시청 필룩스 회장 등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백 교수는 기획물이 눈에
띄게 늘어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하긴 했지만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해달라고 주문
했으며, 노 회장은 이젠 전기신문도 대중적인 시각으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9면 좌측은 한국전기문화대상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우측에는 제7회 전기문화대상에서 대상

을 수상한 한국서부발전(주)의 김종신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전기문화대상 소식은 지면을 바
꿔가며 12면까지 이어졌다.
14면은 ‘소리없는 빛이 사랑을 두 배로’와 동행취재 ‘한사랑 마을을 찾은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들’

이 실렸으며, 15면은 선행을 실시하는 전기인 세 명을 차례로 찾았다.
16면은 전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저케이블 이용 하루 2억5,000만원 이익 올려’ 제

하로 해남 땅 끝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 변전소 르포 기사를, 17면은 지난 5월 13일 대전 원자
력안전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심포지엄’ 소식을 전면에 걸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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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범 당시 산자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창간 40주년과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기념, 제작된 얼음조각상이
시상식과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있다

적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보도했다.
18면은 10년간의 힘든 건설과정을 견뎌내고 마침내 기압에 성공한 765kV 신태백·신가평 변전소

의 상업운전이 완료되었다는 기사를 싣고, 면을 바꿔 동북아계통연계 기존 현황과 향후 전망을 세
면(20~22면)에 걸쳐 매우 자세히 분석했다.
24~25면은 발전사 지상좌담회, 26~27면은 베트남과 중동 전력시장 현황을 다뤘고, 28면은 지

난 5월 1일~12일까지 실시한 창간 40주년 기념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전면에 걸쳐 대서특
필했다.
계속해서 종합면, 에너지면, 사회면 등 섹션별 기사로 창간특집 면을 꾸몄는데 ‘安전기는 안전하
다’, ‘美전기는 아름답다’, ‘淸전기는 깨끗하다’는 기사들은 내용도 참신했지만 특히 편집디자인의 개
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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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창간 40주년 맞아 사업 확장

다양한
사업 전개

전기 정론지를 표방하며 40년, 어려운 길을 헤쳐 온 전기신문은 2004년,
‘전기사랑, 나라사랑’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전기인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1회 전기인 마라톤대회’ 개최를 비롯해 ‘전기사랑, 나라사랑’
포럼·워크숍·심포지엄, 전기사랑 원자력 과학캠프, 제1회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전기사랑 교실’, ‘Green Light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신
문인 ‘일렉타임즈(www.electimes.com)’로 재창간해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
도록 했다.

1 ) 전 기 인 마 라 톤 대 회        

제1회 전기인 마라톤대회는 전기의 날과 전기신문 창간 40

주년을 기념해 2004년 4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100만 전기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마라톤대회는 출전선수 5,000여명과 직장동
료, 가족 등을 포함, 모두 1만 여명이 운집, 대성황을 이뤘다.
전기신문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등에서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주창현 전기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 한주호 한전 사장, 김창준
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영대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많은 전기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희범 장관은 축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대동맥을 잇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만으로
도 의미가 크다.”며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100만 전기인들에게 무한
한 찬사와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회는 하프마라톤(21.0975km, 여의도~동호대교 왕복), 10km(여의도~동작대교 왕복)와 5km(여의도~
서강대교 왕복) 건강달리기 3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오후 2시 30분 하프코스 출발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자 약 1,000명의 선수가 한강시민공원을 출발, 동호대교 인근 반환점을 돌아오는 하프

212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마라톤 대회 출발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주요인사들
2004. 4. 10

● 5,0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회 전기인 마라톤대회 200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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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기사랑 워크숍
2004. 4. 7

마라톤에 나섰다. 오후 2시 40분에는 2,500명의 건각이 서강대교 부근을 돌아오는 5km 달리기에
도전했으며, 10분 뒤인 오후 2시 50분엔 1,500여명의 주자가 동작대교 근처까지 갔다 오는 10km
마라톤에 돌입했다.
첫 대회여서인지 출전선수를 단체로 참가시킨 협·단체와 업체가 많아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산
자부와 한전, 발전회사 등 단체 참가자들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거 참여, 행사를 빛내 주었다. 가
족과 함께 참가한 선수도 상당수에 달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완주한 참가자도 많았으며, 일부
참가자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달리기도 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못 내고 있
는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빛 한줄기 나눔 모금’이 열려 뜨거운 호응이 얻었다.
전기인 마라톤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지만 규모나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 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 다른 어떤 대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가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KBS 스포츠 뉴스는 “저소득층 단전
세대를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제1회 전기인마라톤 대회가 한강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2 ) 각종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일반 행사 뿐 아니라 언론사로서의 정책 및 업계 현

황 등에 대한 빠른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행사도 개최했다.
2004년 4월 7일 서울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 대강당에서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도시

가스사, 집단에너지사업자, 석유화학, 코젠사업자, 금융컨설팅, 발전설비업체 등 100여개 업체에
서 200여명의 관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 전기사업자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성황리에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주창현 사장은 “구역전기사업자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고 벤처형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금은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 중 발전설비 규모를 최대수요의 70%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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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기사랑 심포지엄
2004. 5. 7

과도한 사업규제라며 50%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금교차보조, 천연가스
요금 개선, 사업허가 신청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중 시행규
칙(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시장이 개방돼야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정부 측 패널로 나온 이광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며, 관련업계가 요구하는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종택 시장운영팀장은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정착을 위한 시장운영규칙(안)을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에 판매
할 경우 충분한 경제성이 고려돼야 구역전기사업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장운영규칙(안)에 따라 실제 구역전기사업자의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될 것이라
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특히 초기 시장정책을 위해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시범 실시와 정부의 재
정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또 전기신문은 전기사랑 심포지엄과 포럼도 개최했는데, 처음 열린 전기사랑 심포지엄은 ‘대형정전
사고와 국내 전력공급 실태’란 주제로 2004년 5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전기학회
와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북미, 유럽 등지의 대정전 사태를 타산지석
으로 국내 전력설비 실태와 효율적인 대비책을 모색한 뜻 깊은 자리로, 대한전기학회 신명철 차기
회장(성균관대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권영한 원장,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기호 사무국장, 한전남동발
전 이종호 전무 등을 비롯한 전력계통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두 인사말을 한 박종근 교수, 김기호 사무국장, 주창현 전기신문 사장은 지난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정전사고는 전력산업의 소중함과 전력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
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우리나라 전력설비 안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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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 모습

전력계통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일본전력연구소 이구오 쿠리하라(栗原郁夫) 박사에 이어 문영
현 교수(연세대)와 이인규 전무(한국전력거래소)가 주제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구오 쿠리하라 박사는
‘2003년 미국-캐나다의 정전사태와 신뢰성 보장’이란 주제로 작년 8월 발생한 북미 지역의 대형 정
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 이목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대형 정전사고와 향후 대책방안’이란 주제로 패널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자들은
전력설비의 안정적인 확충 방안과 대국민 수용성 제고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토론자로는 연세대 문영현 교수(대한전기학회 부회장), 법률소비자연맹 박원경 박사, 에너
지경제연구원 송광의 박사, 포스코 이명철 부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인규 전무, 한전 송변전처 이진
문 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전기계와 에너지 분야 인사들의 친목도모와 업계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인 ‘전기사랑 나라사
랑’ 포럼을 통해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거나 조찬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업계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 ) 원자력 과학캠프       

전기신문은 그동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개최해 온 ‘원자력 과

학캠프’를 창간 4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전기사랑 원자력 과학캠프’로 추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들이 원자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단합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초등생 5·6
학년과 중등생 275명이 참가해, 원자력 이야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국립중앙과학관 견학, 별자
리 전체관측, 자전거 하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팀별로 자전거하이킹, 도미노 쌓기, 수영, 골프
등을 즐기며 8월 6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막을 내렸다.
한편 입소식에서 박금옥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캠프는 창간 4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의 소중함과 단체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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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인터넷 전기신문.
전기신문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다 빠른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4 ) 인터넷 신문 재창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전문 언론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기신

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신문인 일렉타임즈(www.electimes.com)13로 재창간했다.
2004년 9월 1일 오프라인 신문의 보조성격이 강했던 기존 전기신문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 전기계

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거듭난 것이다.
‘일렉타임즈’는 1월 웹 솔루션 개발 업체인 (주)웹빌(대표 이희숙)이 개발에 착수, 2개월여의 언론사이
트 벤치마킹과 6개월여의 DB구축 및 웹 개발 등을 통해 독자들 곁에 돌아왔다. 사이트는 크게 사용
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 섹션에 의한 기사분류, 기사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등 3가지 목표로
구축됐다. 또 전체 운영을 위한 기본 네비게이션 메뉴와 개별 컨텐츠 간 이동이 편리하고, 서브 콘
텐츠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편이성과 정보접근성이 용이하
도록 구축했다.
네비게이션 메뉴는 신문사 데스크가 자유롭게 생성,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데스크로 하여금 기
사 분류를 통해 독자들이 기사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으
며,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찾고자 하는 기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일렉타임즈의 얼굴격인 메인페이지는 우선 독자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백공간을 충
분히 확보하는 한편 기사중요도와 상관없이 실시간 속보창을 통해 기자들이 올리는 기사들이 그때
그때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기사 찾기가 쉽지 않았던 기획특집 기사나 인물 중심의 인터뷰 기사, 동정, 인사 등을 전
면에 배치, 기존 사이트에 비해 한결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각 기사의 제목 하단에 기사 일부를
제공, 독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구성됐다.
서브페이지 메인화면도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헤드라인, 준헤드라인으로 구분, 섹션별로 기사가
분류되도록 했으며, 기존 전기신문 웹페이지와는 달리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조회 수

13

당시 일렉타임즈 카테고리와 섹션 : 일렉타임즈의 카테고리는 정책, 전력에너지, 산업기업, 시공안전, R&D, 오피니언, 사람사람들,
해외, 연재물, 기획특집, 만화만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는 몇 개의 섹션으로 다시 세분화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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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Lighting 조명특집
(빛과 자연 그리고 사람...)
2009. 11. 9

조명특집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7

빛과 자연 그리고 사람…

필룩스 빛공해사진전‘풍년을 기약하는 빛’- 유형전 作

기준)가 해당 서브페이지에 나타나게끔 만들었다.

우측 상단에는 기사검색 창을 두어 언제 어디서라도 보고 싶은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카테고리 내에 있는 사진기사 중 최근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기사를 볼 수 있는 페이지는 관리자 모드에서 사진 위치와 자간거리 등 문장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실제 독자들이 보는 페이지를 시원한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 독자들의 편이성을
고려해 기사페이지에 나타나는 사진설명은 사진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5 )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       

2004년 8월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는 80만 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대비로 실업자는 4만5000
명(6.0%) 증가했다. 실업률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10월 4일 전기공사협회가 전국 491개 업체에 전기 인력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계
적 인력공급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신문은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를 개최, 전기·에너지관련 전공분야 대학생들에게 취업
정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대학 지망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전기인력 양성 활성화를 추진했다.
취업박람회는 ‘제1회 電氣人 사이버 취업박람회’라는 타이틀로 10월 11일부터 23일 까지 2주일간
열렸으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하여 전기공사업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전기 업체 등 약 200여
개의 구인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http://job.keca.or.kr)를 이용, 참여했다.

6 ) ‘Green Light 캠페인’ 등       

최근 경관조명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친환경 조

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Green Light 캠페인’을 기획했다. 또 ‘지역주민
과 함께 하는 전기사랑 교실’을 열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게 전력사업의 중요성과 전기의 소중
함을 일깨워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해 국가 전력공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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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기술인력 고용 규모 (정규 직원)
구분

5명 이내

6~10명

11~20명

21명 이상

합계
(표본483)

167
(34.6%)

111
(23%)

117
(24.3%)

88
(18.3%)

현재 전기기술인력 월 평균 고용 규모 (일용직 직원)
구분

3명 이내

4 ~7명

8 ~10명

11명 이상

합계
(표본422)

130
(30.8%)

136
(32.2%)

40
(9.5%)

116
(27.5%)

현장인력 분포(사무인력 제외) - 직종별 【개방형질문 : 응답률 99.6%, 합계 : 123%】
구분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기타분야

합계
(표본457)

658명/398사
평균 1.65명

541명/253사
평균 2.14명

109명/94사
평균 1.16명

231명/97사
평균 2.38명

현장인력 분포(사무인력 제외) - 유자격자 【개방형질문 : 응답률 99.6%, 합계 : 215.8%】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합계
(표본489)

803명/336사
평균 2.39명

735명/340사
평균 2.13명

776명/310사
평균 2.5명

주요업무 【개방형질문 : 응답률 99.6%, 합계 : 123%】
구분

전기공사전반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공사(계장, 플랜트)

기타(유지관리, 전기철도)

합계
(표본489)

339
(69.3%)

52
(10.6%)

82
(16.8%)

54
(11%)

74
(15.1%)

올해 전기공사분야 기술·기능인력 채용규모
구분(1)

채용 않음

1명

2 ~3명

4 ~5명

6명 이상

합계
(표본486)

153
(31.5%)

82
(61.9%)

161
(33.1%)

52
(10.7%)

38
(7.8%)

향후 1년 이내 전기공사분야 기술·기능인력 채용규모
구분(2)

채용 않음

1명

2 ~3명

4 ~5명

6명 이상

합계
(표본486)

228
(46.9%)

70
(14.4%)

156
(32.1%)

22
(4.5%)

10
(2.1%)

전기공사 현장기능인력 채용 환경
구분(3)

매우 수월

수월함

어려움

아주 어려움

합계
(표본486)

3
(0.6%)

82
(16.9%)

318
(65.4%)

8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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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분야 인력 수요전망
구분(4)

줄어듦

현재와 비슷

늘어남

많이 늘어남

합계
(표본486)

219
(45.1%)

176
(36.2%)

38
(7.8%)

53
(10.9%)

전기공사 현장인력 채용경로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30%】
구분(5)

직업훈련기관

행정관청(노동부 등)

민간취업 알선업체

생활정보지, 신문 등

아는 사람

합계
(표본491)

64
(13%)

102
(20.8%)

82
(16.7%)

176
(35.8%)

215
(43.8%)

한국전기공사협회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채용여부
구분(6)

채용함

채용하지 않음

합계
(표본486)

66
(13.5%)

421
(86.5%)

한국전기공사협회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채용
구분(7)

채용함

채용하지 않았음

합계
(표본486)

324
(66.7%)

162
(33.3%)

채용할 의향이 있다면 직종별 채용 규모 【개방형질문 : 응답률 68.2%, 합계 : 327.2%】
구분(7-1)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기타 직종

합계
(표본335)

629
(187.8%)

246
(73.4%)

107
(31.9%)

114
(34%)

전기공사분야 기능 인력의 적당한 교육기간
구분(8)

3개월

6개월

1년

2년

합계
(표본488)

71
(14.5%)

265
(54.3%)

138
(28.3%)

14
(2.9%)

전기공사분야 기능인력 중점 교육과정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03%】
구분(9)

전기공사전반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공사

합계
(표본487)

378
(77.6%)

78
(16%)

20
(4.1%)

26
(5.3%)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기능인력 양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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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0)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관심 없음

합계
(표본487)

431
(88.5%)

27
(5.5%)

2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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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빛나는 기업 특집
(차별화로 경기침체 파고 넘는다)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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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희망하는 교육과정 (경영/관리/사무분야) 【개방형질문 : 응답률 96%, 합계 : 155%】
구분(11-1)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입찰제도
관련

전기공사업
관계법령

사무관련
컴퓨터교육

합계
(표본473)

52
(12.1%)

222
(46.9%)

161
(34%)

150
(31.7%)

144
(30.4%)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희망하는 교육과정 (기술 및 기능분야)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30%】
구분(11-2)

전기전산설계

자동제어(PLC)

전기공사
품셈 및 견적

지중선접속

배전전공 양성

합계
(표본473)

214
(45.2%)

156
(33%)

202
(42.7%)

58
(12.2%)

115
(24.3%)

배전활성
전공양성

전기철도

수 · 변전설비

접지기술

기타

112
(23.7%)

72
(15.2%)

96
(20.3%)

52
(11%)

인성교육
직업교육

˝

전기공사분야의 인력양성에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구분(12)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표본484)

467
(96.5%)

17
(3.5%)

전기공사분야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

구분(13)

사회적인
지위향상

외국인
채용제도의
기준완화

기술직
공무원확충

교육비
지원확대

훈련기관
지원확대

합계
(표본396)

85
(21.5%)

34
(8.6%)

25
(6.3%)

46
(11.6%)

20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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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은 40주년을 맞아 이렇듯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보다 나은 전기문화를 만들기 위
해 노력했다.
또한 마라톤 대회 등 특별 수입의 증대로 실적도 전년대비 12.2% 이상 늘어난 31억5천만 원을 기
록해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한 해였다.

지령 2000호 발간,
끊임없는 진화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전기신문이 지령 2000호를 달
성했다는 것이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무려 2,000번의 신문이 제작 배포됐다는 의미로, 이를 기념하
기 위해 전기신문은 지령 2000호 특집호를 발행, 다양한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특집 사설을 시작으로 ‘기자가 본 전기신문’이라는 코너를 통해 일선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령
2000호의 의미를 되새기며,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전기신문의 미래와 비전 등에 대해 거침

없는 소신과 열변을 토해냈다.
“40년이라는 역사에 만족해 안주하기 보다는 외부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기반성이
필요(윤정일 기자)”, “지금 전력산업계가 전기신문에 대해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 … 지령
2000호를 기점으로 더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안광훈 기자)”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취재 시 에피소드와 특종 기사에 대한 소회 등을 이어갔다.
인터넷 전기신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진한 점을 짚어 나가는 한편 “비판적인 기사가 좀 더 늘
어야 하지 않겠냐(진시현 기자)”, “정확한 근거와 냉철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심층 기사와 사설이 보
강되어야 한다(송세준 기자)”, “끊임없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각종 간담회와
좌담회를 통해 균형된 시각 속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기사가 될 것(남형권 기자)”이라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기자들의 의견들과 함께 ‘전기신문에 바란다’라는 타이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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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호 신문

전기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 나갔다.
‘2014년 가상뉴스’ 코너 역시 특집으로 꾸며졌는데, 이 코너는 전기신문이 주 2회 발행이라는 체제
를 유지할 경우 2014년 여름 지령 3000호를 맞게 되며, 이 때를 미리 예측해 본다는 취지의 내용으
로 만들어 졌다. 가상뉴스 첫 번째는 ‘南-北-러 전력계통 연계’로 3국 전력 융통 가능해져 전력공
급 안정 향상 등이 기대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 사라진다’는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로 인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감소하고 세계 기온상승률도 6년째 제자리여서 대기 중 CO2도 줄어든
다는 예측을 했다. 세 번째로는 국내 8대 광역시 지중화율이 70%를 돌파했다는 소식, 네 번째로는
원전센터를 유치한 삼척시가 재정자립도 전국 1위(서울 제외)를 차지했다는 뉴스였다. 다섯 번째로
는 2012년 LED 등기구가 국산화된 후 설치가정이 100만호 돌파했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100
만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 등 장밋빛 미래를 예견했다.
창간 40주년과 지령 2000호 등 특집호에 쏟는 정성만큼 전기신문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전기공사 분야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덜기 위해 ‘사이버 민원실’을 시리즈로
게재, 전기공사업법 법령뿐 아니라 등록에 관한 업무, 기술 기준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질의 문답
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8월 2일에는 기술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에 땀 흘리고 있는 이시대의 명장
(名匠)을 발굴, 취재하는 ‘명장열전(名匠列傳)’, 전력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여러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한편 그 한복판에서 맹활약했던 인물들의 최근 근황까지 보도하는 ‘그때 그
사람’, 전문가들이 전기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사안을 놓고 찬반양론을 펼치는 현장을 정
리해 보는 ‘갑론을박’, 이외에도 ‘만나봅시다’, ‘내 인생의 한 장면’ 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거나 혹
은 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생생한 현장 기사를 보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기업 면을 보강해 전문코너를 신설하고, 전기제조업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이슈&이슈’ 코너를 비롯해, ‘10년 전 우리는 …’, ‘사명(社名)
풀이’, ‘백국환의 목요일 아침’, ‘금주의 신상품’, ‘경제 캘린더’ 등의 코너를 신설해 보다 생생하고 다
양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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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4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05 - 2008
중국 최대 언론사와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발걸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전기업계 불황을 함께 극복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01
국내외 협력 사업 본격화

새롭게
더욱 새롭게
2004년 창간 4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기신문은 안으로는 내실

을 다지는 한편 발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국외 언론과의 제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여건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했다.
배전반과 승강기 등 12개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이 4월 1일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 물품
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제조업계를 비롯해 전기조합과 승강기조합 등 관련 조합들은 일대 변화의
소동돌이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동과 원유, 강판 등 주요 전력기자재 원·부자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
내 제조업계는 경영난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신문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전기산업 현장을 지키는 많은 독자들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
하면서 전기업계 최고 언론의 소임을 다해 나갔다.
그 첫 번째로 새로운 기획 코너를 1월 10일 선보였다.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환경 문제를 짚어 보고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

는 업체를 발굴, 연속 보도하는 ‘녹색지대를 가다’, 국내 17개 1군 건설사 전기담당 임원을 만나 보
는 ‘건설가(建設街)의 전기’, 점차 성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조명산업계의 일꾼들을 찾아가는
‘조명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는 비록 어렵지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전기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더불어 사는 삶’ 코너를 통해 전기계에 힘을 불어 넣으려 노력했다.
또한 5월 16일 창간 41주년을 맞아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사업과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지면 혁
신을 시도했다.
기존 전기사랑심포지엄과 전문가 워크숍, 어린이 원자력캠프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필룩스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빛 공해 사진전’의 입상작을 정기적으로 소개, 새로운 환경
오염원인 빛 공해의 심각성을 입체적으로 짚어 보는 ‘Green Lighting 캠페인’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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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기사랑 워크숍
2005. 3. 3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기신문 하이테크(Hi-Tech)면에 연재됐던 전력신기술을 엄선, 책으
로 발행하는 출판 사업과 함께 전기계에서 활동 중인 인물정보를 자료로 축적한 ‘인물정보 제공사
업’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독자를 위한 뉴스제공과 읽을거리 충족, 다양한 이벤트로 신문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6월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은 전력에너지 면과 기업 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면을 신설, 신제품 코너 기
능과 전기산업계 및 시공분야의 신기술 정보를 보다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됐
다. 더불어 ‘아이러브코리아’, ‘물 자원 시대를 준비’ 등 기획·연재물을 집중 발굴해 그린파워 시대
에 대비한 다양한 특집을 구성하고, 전기문화 면에 주간 전기문화가(街)를, 국제 면에 영어퍼즐과
비즈니스 생활영어 코너를 새로 마련, 교양과 읽을거리를 다양화했다.
6월부터는 덕망과 지성을 겸비한 전력계 전문가들로 등촌 칼럼 새 필진(김종신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수현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성관 (주)삼진전설 대표이사, 최종웅 LS산전 기술영업본부 전
무 등)을 구성하고, 12월 12일에는 ‘IT/전자면’을 신설, 시대감각에 걸맞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

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임원진,
새로운 시작

전기신문은 3월 3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해 최길순 제10대 사장을
선임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장 선임을 비롯해 부사장 최상태, 감사 권순광, 이사 인태화·
주몽식·정남기·지원기·이인식·부평국·최남순·류제국·양시운·신한운·양우석·여운
창·강상욱·박선문·이형주 등이 각각 임명됐다.
최길순 사장은 취임 후 한전 및 발전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을 방문, ‘제2회 전기사랑 마라톤’을 비롯한 주요 사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현안을

226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제10대 최길순 사장 취임식
2005. 3. 23

논의했다.
반면 4월 20일에는 아쉽게도 세상을 등진 전(前) 전기공사협회장 고(故) 심상우 회장의 영결식이 전
기공사협회 특설 영결식장에서 열렸다. 고(故) 심상우 회장은 1974년에는 대한전기공사협회 이사
장으로 취임해 70~80년대 4대에 걸쳐 10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기공사업계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0년에는 전기신문의 전신인 대한전기신보의 발행인으로 전기신문이 전력, 에너지 분
야 최고의 전문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영결식은 그동안 고인이 쌓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협회, 공제조합, 전기신문 전·현직 임원을 포함
해 공사업계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중국 전기계
대표 일간지
   중국전력보와 협약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전기신문은 2005
년 다른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점차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 시작으로 8월 15일 중국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중국전력보」(대표: 심봉의)14와 베이징
중국전력보 본사에서 ‘양사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최길순 전기신문 사장과 이사진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봉의 전력보사
(社) 사장 겸 주필과 협의서를 교환하고, 각각 자사 기사와 출판물은 물론 양국 전력산업계 정보를

교환키로 합의했다. 또 공동으로 각종 심포지엄과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 이 협약이 놀라운 것은 중국전력보가 해외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14

당시 중국전력보사는 지난 82년 창간, 국가전력공사를 비롯한 중국 내 모든 전력기관을 아우르는 기관보로, 명실상부한 중국 최대
의 전력 관련 일간지다. 주 4회 발행이며, 총 발행부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부에 이른다. 본판과 함께 월간지인 「중국전업」을 발행
하고 있으며, 중국전력인터넷신문을 창간, 온라인으로도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또 계산기응용, 전공 훈련 및 양성, 전시회 등 해마
다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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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력보와 교류협력협의
2005. 8. 15

사실이다. 당시 중국은 전력난에서 벗어나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고, 전력보는 이
에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지멘스, ABB 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위상은 자국 내에서도 절대적인 수준이었다.
이번 협력관계 체결에 따라 전기신문은 양국 전기업계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국
내 기술진의 수출 창구 역할은 물론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과 현지 각 기관과의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협력 체결 후 세부적인 협력관계는 중국전력보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에 심도있게 논의됐다.

전력보 사장단은 기사 교류는 물론 인적 협력, 세미나 등 각종 행사나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고, 전력거래소와 서울대 배전시스템(2일)·월성원자력발전소(3일) 방문, 한국전기공사협회 기능경
기대회 참관(4일) 등 한국의 전력산업계 전반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길순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사 협력관계를 위한 초석이 다져진 셈”이라며 “양사 교류가 중
국과 한국 전기산업계를 잇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봉의 전력보 사장도 이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한국전기신문사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교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답했다.
국제적인 교류 뿐 아니라 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협약도 추진했다.
9월 28일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최길순 사장과 최상태 부사장,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의 박환승 사장, 김정섭 이사를 비롯한 양사
실무진은, 이 날 동영상 서비스와 실시간 뉴스를 제공한다는 상호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터넷
을 활용한 동영상 뉴스 서비스 등 산업경제, 전력에너지 분야의 실시간 기사 제공으로 전문 뉴스
채널로 거듭나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쌍방간 업무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수립,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독자층 확보, 뉴스 채
널의 전문화 등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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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실천

전기에너지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과학캠프도 지난 해에 이어
열렸다. 사실 원자력과학캠프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1996년부터 꾸준히 개최해 오다 지난 2004
년 전기신문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2005년에도 다시 함께 준비했는데, 총 307명이라는 역대 캠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
가하면서 분위기가 고무됐다.
캠프는 1박 2일 동안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김재록 박사의 방사선 관련 주제특별강의와 학생들
이 직접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해 자연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체험 등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
다. 또 조별로 나뉘어 ‘어린이 난타’, ‘미니골프’, ‘자전거하이킹’, ‘수영’, ‘도미노게임’ 등을 즐겼으며,
천체 관측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기업이 발전할수록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커지는 법이다.
전기신문도 기업의 이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수행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1만여 회원 및 본지 애독자
를 대상으로 ‘빛 한줄기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 전기공사업계 윤리경영 정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최소 1구좌당 1만원으로 성금을 모금해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사회 소
외 계층에게 전달했다.
또 12월 26일에는 직접 성금을 걷어 강서구청 사회복지국장에게 불우이웃 성금을 전달했다. 전기
신문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은 강서구 일대의 장애인과 난치병 등으로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불우이웃 5명을 돕는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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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업계 발전을 위해 뛰어라

어렵지만
희망으로
2006년은 연이은 전기동 값 폭등과 전선업계 및 조명업계, 승강기 업계

등 전체적으로 제조업계가 힘들었던 한 해였다. 더군다나 7월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해 여러모
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기신문은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4면 증면과 제호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시도와 함께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제호 디자인은 3월 2일자 신문부터 기존 붓글씨 형태에서 현대적 감각의 글씨체로 바꾸는 한편 각
지면의 편집 디자인도 대폭 혁신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독자가 보다 편하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용 면에서도 월요일 자 전력 에너지 섹션과 기업·경제 섹션을 강화했다.
첫 면에는 전력산업의 가장 큰 이슈들을 발굴하는 심층 해설을 싣고, 경제섹션은 중전기기와 조명,
전선 등 업종을 세분화하고 해당뉴스를 한 곳으로 모아 전문화를 기했다.
목요일 발행신문을 12면에서 4개면 늘린 16면으로 증면, 2개 지면의 목요기획을 신설해 속보성을
보완하고 심층적 해설 기사를 늘렸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면을 신설,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민간경제단체의 주요 동향, 각종 제도 변화 등을 소개하는 면으로 활용했다.
이후 3월 13일(2167호)부터 매주 월요일자 기업 면에 ‘전기산업계 상장기업 증시 동향’을 고정 게재
했다.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각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와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회사별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게재해 살아 있는 생생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전기신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발굴해 나갔다.
3월 20일, 전국 37개 신문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스크랩마스터 전문회사 (주)다하미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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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42주년 기념식

이션즈와 제휴, 온라인 기사스크랩 기능을 갖춘 ‘스크랩마스터(www.scrapmaster.co.kr)15’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신문을 오려 스크랩하던 번거로움 없이 보관하고 싶은 기사를 컴퓨터에서 바
로 출력, 스크랩할 수 있다.
또한 5월 18일 창간 4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건설되고 있는 전력설비를 찾아 그들의
애환과 희망을 전하는 ‘전력산업 동맥이 뛴다’, 창간 42주년에 착안, 모두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성한 ‘사이(42)좋은 세상’, 급변하는 환경에 적용키 위한 전기업계의 노력을 새롭게 조
명한 ‘새로운 도전’ 등 3가지 주제로 특집호를 구성, 전기인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전하려 노력
했다.
지면상 개편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로 독자들에게 다가섰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 경쟁체계의 자율화로 ‘구역전기사업자제
도’를 시행한 이후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 이에 전기신문은 산업자원
부와 전기위원회가 주최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 지역순회 설명회’를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주관
으로 광주(5.26, 호남권), 대구(6.30, 대구경북), 부산(9.8, 부산경남), 대전(10.19, 종합설명회) 등 총 4차례
에 걸쳐 개최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 ‘2006 원자력과학캠프’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공
주 유스호스텔에서 개최, 어린이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했다.
이번 캠프는 예년과 달리 학교별 단체 참가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19개 초등학교에서 총
279명의 학생이 참가, 성황을 이뤘으며, 어린이들이 원자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추진 목적만큼이나 알찬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5

<서비스 이용 순서> ①인터넷 스크랩마스터(www.scrapmaster.co.kr) 접속, 유료회원 가입, 유료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해 회원 로그인, ②기사검색 창에서 날짜, 신문사명에 전기신문, 카테고리, 면, 찾고자 하는 기사 검색어 입력한 뒤 검색버튼 클릭,
③검색된 기사 중에서 필요로 하는 제목 선택 후, 상단 메뉴바에서 전체지면 선택. PDF파일로 제공된 신문지면에서 스크랩하고 싶
은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영역 부분이 자동 선택됨. ④상단 메뉴바에서 스크랩 선택(오른쪽에 스크랩된 상태 보임)한 뒤, 상단 메뉴
바에서 프린트 메뉴 선택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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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취업박람회 협약
2006. 5. 18

전기 분야 최초
취업박람회 개최

전기신문은 그동안 전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04년에는 사이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 노력들이 마침내 5월 18일 한국전력
거래소와 전기·에너지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한 ‘취업박람회 협약 체결식’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한국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에너지분야에서 이처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
각한다.”며 “특히 전력산업계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길순 사장은 “이번 행사는 취업예정자에게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에는 우
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 분야 최초(오프라인)의 취업박람회인 ‘제1회 전기·에너지분야 취업박람회’는 이런 과정을 통
해 마침내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후원하고, 온라인 취업전문업체인 잡코리아(대표: 김
화수)의 진행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는 한전, 발전회사,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을 비롯해 유망 중소기업 100여 곳이 참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면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쌍방향 채용매칭시스템’을 도입,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면접을 볼 수 있는 최첨단 채용
시스템을 선보인 ‘취업관’과 구직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도 함께 꾸며 참여업체와 구직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참여업체는 실시간으로 박람회장에 입장하는 구직자의 이력사항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원하는 인
재에게는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면접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구직
자들에게는 취업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문서지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 이력서 제출을 위
한 ‘즉석 포토 서비스’와 개인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위한 ‘무료 인성적성 검사 서비스’도 제공했
다. 또 컨설팅관을 따로 마련, 면접 이미지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이 진행돼, 화술화법과 직
업 선호도 검사 등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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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박람회 개최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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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안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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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4

점검, 점검…예방이 답이다
#‘물 같은 걸 끼얹나...?’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유행어다.‘당신의 아이가
감전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
해‘무식의 대명사’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말이다.
이는 사실‘당신의 아이가 감전돼 기절했을 때 어떻
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기절한 아이를 깨우기 위
해)물 같은 걸 끼얹나?’라고 답변한 것으로 절묘한 편
집에 따른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감전사고에 물이 더해지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됐다.
# 여름철은 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물은 도전성이 높아 감전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장마
철과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무더위로 인한 땀도
누전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1명이 감전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중 231
명(39.8%)이 6~8월 사이 감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
다. 특히 같은 해 감전사고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절
반에 달하는 23명이 6~8월 사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벼락 맞을 확률.’
어려운 일이나 대박이 터진 일에 흔히 붙이는 단어
다. 그만큼 사람이 낙뢰에 맞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여

름철에는 달라질 수 있다.
여름은 벼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반도 인근에서 16만4193회의 낙
뢰가 쳤다. 이중 6~8월 사이에만 13만7405회(83.7%)가
집중됐다.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로 인한 사고도 잦다.
# 2007년 7월 북한산 용혈봉 정상 부근 바위에 벼락
이 떨어져 부근에서 쉬고 있던 등산객 4명이 숨지고, 4
명이 다쳤다. 지난해 7월에는 강남순환도로 터널공사
도중 낙뢰로 인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터널이 붕괴되
면서 작업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처럼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와 건물화재 등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낙뢰의 전압은
10억V에 이르러, 일단 사람이 맞으면 대부분 죽음에 이
를 정도다. 따라서 낙뢰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
다.
# 해마다 여름에 발생하는 감전·낙뢰 사고는 사전
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되풀이 될 수밖에 없
다. 이 같은 사고는 자칫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
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을 앞두고 낙뢰·
감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개한다.
김병일 기자<kube@>

장마철 안전요령
▶비바람이 불 때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와의 마찰로 인해 전선 피복이 벗겨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 신고(국번없이 123)를 통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집안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콘센트나 전자제품을 통해 전기가 누전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분전함의 전
원스위치를 내린 뒤 고인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법
낙뢰가 발생할 경우 통신선 등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다. 벼락이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낙뢰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걸어다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벼락은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낙뢰가 발생하면 신속히 저지대로 이동한다. 또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단, 키가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
우므로 피한다.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과 최소 5m 이상 떨어진다.
▶누전에 의한 감전예방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접지시설을 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전기
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일부 가정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위치에 테이프 등을 붙여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누전차단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한달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차단기라면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정내 모든 전원이 차
단돼야 한다.

2010년 월별 낙뢰발생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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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꾸준히 개최해 온 온라인 채용박람회(http://elec.jobkorea.co.kr)도 오프라인 박람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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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살펴보면 6~8월에 낙뢰와 감전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되
는 낙뢰와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다. 장마철 안전요령을 숙지해
사고에 대처하고, 안전 제품을 이용해 위험을 줄인다면 낙뢰·감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다.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 게재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현장감 있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해 주는 것이다.
전기신문도 비록 기자들의 수는 적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06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 비로 전국이 물바다가 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전기신문도 발빠르게

특별취재팀을 구성, 발전 설비 등 현지의 피해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7월 18일 오전 6시 현재 전국에 내린 비는 홍천 503mm, 인제 441mm, 양평, 417mm, 제천
410mm, 서울 370mm, 춘천 355mm, 충주 281mm, 울진 273mm였다.

이 같은 집중호우로 배전설비가 피해를 입으면서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는 총 51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5만1405가구가 전기 없는 생활을 했다.
전기신문은 한전 본사에 설치된 재난종합상황실 피해 발표 상황과 이에 따른 한전의 대책, 복구상
황 등을 집중 보도하는 한편 7월 24일 자 기획 기사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
기 위해 전기계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인 상황도 생생하게 게재했다.
당시 한전KDN의 ‘수해지역 긴급 전력설비 서비스단’과 ‘한마음 봉사대’를 비롯해 LS산전 본사와 전
주 ‘농기계 순회서비스단’,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LG 등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인 케이디파
워, 베스텍, 금성제어기, 동아전기공업 등이 적극 참여했다.
‘자랑스런 전기공학 동문’ 코너를 신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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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해외 르포를 통해
생생한 해외 정보를 게재했다

(上)

여기가 별천지야, 나이트클럽이야
지

난달 30일.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상하이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
았다. 매캐한 냄새. 스모그에 찌든
하늘. 숨통이 턱하고 막힌다. 서울이 그리울
정도다.
공항에 일행이 마중 나왔다. 승용차에 올
라탔다. 대형 광고판이 도로 양 옆에 늘어서
있다. 세계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표들
이다. 아시아 최대의 무역도시란 설명이 과
장되진 않은 듯 하다.
도로 한 켠에 철로가 깔려있다. 자기부상
열차가 오간단다. 자동차로 공항에서 시내
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거리를 단 7분 만에 주
파한다고. 시속 440km까지 나온다.

광다이오드(LED)를 모서리에 두른 50층짜
리 건물도 있다. 불빛이 아래위로 빠르게 움
직이며 다양한 색상을 토해낸다.
기하학적인 건물에서 뻗어 나오는 형형색
색의 불빛이 상하이의 밤을 뜨겁게 달군다.
별천지란 표현은 점잖기만 하다. 이건 단
지 화려함이 아니다. 탄성, 환호를 넘어 사람
을 경악하게 만든다. 도시 전체가 나이트클
럽으로 변한 느낌이다.

# 상하이 전기공급은 무제한
“중국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해 정부가
경관조명을 주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거의

# 중앙선 보호벽에도 형광등 장착
심지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설치한 보호벽에도 형광등을 장착했다. 이
것도 경관조명이란다. 멀리서 보면 도로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이유에서 설치했단다.
운전기사는 그 불빛 때문에 얼굴을 잔뜩
찌푸린다. 안전운전을 위협할 정도다.
경관조명으로 전체를 도배한 빌딩도 곳곳
에 눈에 띈다. 강렬한 빛은 건물을 직접 때린
다. 변두리 서민아파트도 여지없다. 수면장
애가 걱정될 정도다.
신축건물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꼭대기
만 강조한 형태다. 어둠 속 주황불빛은 영롱

#빌딩 숲은 뉴욕 맨하탄 연상
굽이치는 황포강(黃浦江)은 상하이를 관
통한다. 강 동쪽은‘포동’, 서쪽은‘포서’지
역이다. 포동은 서울로 따지면 강남에 해당
한다.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는 진마오(金
戊)빌딩(460m)도 이곳에 있다.
빌딩숲은 뉴욕 맨하탄을 연상케 한다.
40~50층 빌딩은 부지기수다. 공상과학영화
에나 등장할 법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른
다. 몸집도 엄청나다.
황포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몇 개 없다.
경관조명을 다리에 설치하지 안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포동과 포서는 지하터널로 이어져있다.
터널에 진입했다. 천장 양옆에 형광등 2개씩
장착한 등기구가 일렬로 달려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흰빛(주광색)이고, 나머지 하
나는 주황색이다.

# 경관조명…상하이의 밤 달궈
구시가지인 포서에서 노을이 밀려왔다.
빌딩마다 불이 켜졌다. 경관조명이다. 발

도시 전체를 경관조명으로 치장
화려함 넘어 빛 공해 우려될 정도
반강제적이라 할 수 있죠. 다른 지역은 전기
가 모자라는 형편인데도, 상하이만큼은 휘
황찬란하기만 합니다.”
기자와 동행한 황윤규 에스코조명 사장의
말이다. 상하이 인근 항조우만 가더라도 전
력사용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도, 유독
상하이에는 전기를 무제한 공급한단다.
어떤 건물은 흰빛으로 각 층을 구분했다.
자세히 보니 형광등이다. 직관형 형광등 3개
를 겹쳐 단 것이다.
빛 공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빛이 사
방팔방으로 뻗는 확산형 조명이 일반적이
다. 항공등화를 허공에 이리저리 쏘는 건물
도 있다.
상하이의 상징탑인 동방명주(東方明珠)
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건 사치에 불과하다.

황포강변에서 바라본 상하이의 낮풍경.

해 보인다. 그래도 요즘은 시정부에서 대형
광고판 신설을 제한하고 있단다.

# 상반된 이미지 절묘하게 어우러져
밤 10시 30분. 경관조명이 하나, 둘씩 꺼진
다. 건물들이 어둠에 묻히면서 상하이의 활
력도 잦아든다. 사람들은 귀가를 서두른다.
내일 아침, 바로 이곳은 또 하나의 광경을
연출할 것이다. 아파트 외벽에 걸려있는 빨
랫감들. 매연에 엉켜있는 골목길 오줌 지린
내. 여기에 우뚝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들. 그
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빛의 향연. 과거와 미
래. 빛과 공해. 이처럼 상반된 이미지가 절묘
하게 어우러진 곳. 바로 상하이다.

상하이의 야경. (왼쪽 첫번째 탑이 동방명주(東方明珠)다. 사진에서 두번째로 높아보이는 빌딩이 세계에서 4번째 고층건물인 '진마오타워'다.)

중국 상하이=황인국 기자<centa19@>

황포강변에서 바라본 시내. 중국은 상하이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건물에 경관조
명을 반강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빛 공해가 우려될 정도로
경관조명을 과도하게 설
치한 한 서민아파트.

상하이에서는 빛이 사방팔방으로 뻗는
확산형 조명기구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기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했다. 이는 당시 이공계를 외면하는 현실을 타파
★
TFR-CV, TFR-GV, TFR-CVV, TFR-3, TFR-8, TFR CVV-SB
★ CV, HIV, GV, VCT, CPEV, UTP, UL, 컴퓨터 실드,
인사이드, HKiV, CVV, CVV-SB, 광케이블
★ 6.6 TFR CV, CNCV, FRCNCO, ACSR-OC, TR CNCO,
※ 기타 - 모든 전선(고무전선, 2RNCT 등)

하고자 학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폭넓게 포진하면서 전기공학의 긍지와 자부심을
★ 배관자재 : 후렉시블, 스틸파이프, 몰드, 각종 콘넥타, 케이블트레이, 레이스웨이, 닥트

★ 고압외선공사자재 : 케이블헤드, 지지금구, LA피뢰기, COS, 애자, 앵글, 완금, 요비선, 지선

★ 일반자재 : 계량기, 터미널, 작업릴, C찬넬, 새들, 매입BOX, 계량기함, 케이블타이, 작업공구
★ 산업용 등기구 : 투광기, 안정기, 램프, 가로등 가오스
※ 기타 공사자재 일체

높이고 있는 인물과 인맥들을 게재해 독자들의 전기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신제품 :콘트롤함,통신함,CD 파이프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계의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지난 해 중국전력보와 협약을 맺은 전기신문은 보다 다양한 해외 기사 게재를 위해 단순히 기사를
번역, 게재하는 데서 탈피해 직접 발로 뛰는 기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월 5일 중동 특수, 아시아 경기회복 등 호조세에 힘입어 올 해외건설수주가 13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4월 6일에는 르포 면에 상하이(上海) 리포트를 게재, 직접 가서 본 상하이
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생동감있게 전달했다.
또 4월 17일에는 종합 면을 통해 ‘현장 르포 캄보디아 전선 시장을 가다’를 게재했다. 이는 한국기업
이 캄보디아에 대규모 공장을 준공하면서 양국 간 본격 교류가 시작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시의적
절한 기사였다.
이러한 르포 기사는 10월 16일 ‘역동하는 시장 베트남을 가다’라는 타이틀로 ‘베트남 오일&가스·
전기 엑스포’ 참관 등 베트남에 대한 현장 취재 기사로 이어졌다.
연초 목요일 자를 증면하면서 신설한 목요기획에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이 있었다.
8월 31일 자 목요기획은 국내 중전기기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남미전력시장 현황’

을 통해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3개국의 전력시장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11월 30일에는 과거 중국과 달라진 현재의 중국을 재조명한 ‘거대 대륙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게재,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본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신중하지 못한 투자와 중국진출
위험성에 대해 진단했다.
2006년을 마감하는 12월에는 11일자 종합 면에 ‘세계전력 산업동향’이라는 연재 기사를 게재하면

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만들어 갔다. 그 첫 번째를 장식한 곳은 EU와 유럽전력
시장이었다.

Chapter 4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05 - 2008

235

03
심층 보도로 독자들 사로잡아

● 국제전력전자 IT 및 전기설비전
2007. 4. 18

점프(JUMP)
2007
2006년의 경기 침체를 힘겹게 넘어 온 2007년, 전기신문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점프(JUMP)2007’을 슬로건
으로 삼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에 3월 19일 봄 개편을 통해 핵심뉴스를 1면, 2면으로 배치, 사안별로 심층 분석보도를 통해 가
독성을 높이고, 각계 전문지 면을 특성화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심층 보도하는데 초점을 맞
췄다. 특히 기존 한전과 발전거래, 원자력, 에너지 등 전력·에너지 관련 면을 발전과 송전 배전 시
공 등 전력계통 흐름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기업면도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신기술·신제
품 관련된 코너를 확대했다. 또 최고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기법 등을 게재할 CEO면
을 신설하면서 외부전문가 기고를 늘리고, 정책면을 활성화해 전력산업과 통신 IT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했다.
중국전력보와의 제휴에 이어 1월 6일 「베트남전기리뷰」와 업무협약(MOU) 체결한 전기신문은 이를
통해 해외전기산업동향 보도를 확대했다.
이공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청년실업을 집중 조명하는 ‘e사회로 jump’ 코너와 ‘생활 속의 전기코
너’도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전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와 상식을 시리즈로 이
어갔다.
편집에서도 신문이 가지는 한계를 넘고자 컷과 도표, 사진을 다양하게 사용해 독자들의 시야를 넓
게 해주고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하는 데 노력을 경주했다.
6월에는 등촌광장 새 필진을 발표했는데, 박상덕 한전전력연구원장, 양해원 한양대 전자컴퓨터 공

학부 교수(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 황순철 JS전선 대표 등 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이번에는 신중선 소
설가가 새 필진으로 합류, 전기 분야 뿐 아니라 인문 방면의 내용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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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꾸준히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화해 갔다
2007. 3. 19
electimes.

“국유지�공유지內
線下地 보상 하라”

배전용 변압기 韓電물량
변압기조합 싹슬이 조짐
종합낙찰제 9건중 조합간 3건씩 나란히 수주
남은 19건 입찰도 경쟁자 없어‘독식’가능성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경쟁체
제로 바뀐 한전 배전용변압기 시장
에서 변압기 사업조합이 물량을 모
두 가져갈 분위기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배
전용변압기 재입찰에서 낙찰된 7건
모두 변압기 사업조합이 수주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낙찰자를 정
한 10건의 입찰 중 적격심사제로 진
행된 보호장치내장형 주상변압기를
제외하고는 변압기 사업조합이 물
량을 모조리 수주했다.
◆조합 나란히 3건씩 수주=이번
재입찰에선 표준형 지상변압기 6건
을 비롯해 1건의 주상변압기 입찰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8건의 표준형 지상변압기
입찰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 첫 입찰에서 낙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남부
조합이 75kVA 표준형 주상변압
기 , 삼 상 300kVA 및 삼 상
500kVA 표준형 지상변압기를 잇
따라 따내면서 성과를 거뒀다. 3개
조합의 분위기도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성적은 중부조합이 단

상 50kVA, 단상 200kVA, 삼상
150kVA 지상변압기를, 서부조합이
단상 100kVA, 삼상 75kVA, 삼상
300kVA 지상변압기를 각각 수주한
상태다.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낙찰률은 90% 후반대로 비교적 높
았다.
◆물량 싹쓸이 가능할까=안정적
물량수주를 위해 올 초 변압기 업체
대부분이 참여하며 출범한 사업조
합은 느슨한 결속력으로 한전 입찰
직전까지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지
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39개 업
체가 참여한 조합의 경쟁력이 발휘
되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조합에 참
여하지 않고 단독 응찰하고 있는 제
룡산업외에는 경쟁자도 없는 실정
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입찰에서
사업조합의 소위‘싹쓸이’도 불가
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업조합간 물량의‘황금분
할’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사
다.
조합들은 표면적으로 경쟁관계지

송파구, 한전 상대‘부당이득금 반환소송’승소
한전, 항소 포기…지자체 유사소송 준비‘파장’

만 수 십년간 단체수계 하에서 동고
동락한‘동반자’관계이기 때문에
입찰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자칫 조합의 와해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20일까지 수의계약 마무리
방침=총 29건의 입찰 중 이번 재입
찰에서도 표준형 주상변압기 대부
분과 슬림형 지상변압기, 아몰퍼스
주상변압기 등 19건의 입찰은 유찰
됐다.
원칙적으로 두 번 유찰되면 수의
시담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전은 건별 응찰자를 대상
으로 수의시담을 벌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현재 3월 20일까
지 지난해 단가계약이 연장된 상태
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모든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아직 작년
계약을 더 연장하는 문제는 검토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입찰의 최대 변수인‘단가 문제’가
걸려있어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하
기는 어렵다.
한 변압기 조합 이사장은“한전만
서두른다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많게는
15% 이상 가격이 떨어진 품목도 있
기 때문에 단가조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춘분을 5일 앞둔 16일 서울 양재동 꽃
시장은 완연한 봄기운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났다. 시장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하고, 봄이 성큼 온 것을 알아차린 꽃망울들은 금방이라도 터져버
릴 것만 같다. 봄 꽃으로 무엇이 좋을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아낙네의 표정이 봄기운
만큼이나 상큼하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무슨 꽃을 살까’

국공유지 내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
한 보상을 실시하라는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그
동안 한전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공유
지 내 고압전선의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
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2005년 9월‘부당이
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시작해 1년 5
개월 여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한전이 항소를 포기
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송파구는 장지동에 위치
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 내에 지난 75
년부터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 무
단사용에 대해 5년치 부당이득금 약
6000여만원과 올 사용료 3000여만원
등 총 9000여만원의 세외 수입을 거두
게 됐다. 또 앞으로 매년 선하지 사용
료에 대해 3000여만원의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송파구의 승소는 전국 지방자
치단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
로 보인다.
한전은 사유지에 대한 선하지 보상
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현재 단계적으로 보상작업을 진행
하고 있지만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물론 보상근거도 마련하
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
해 유사소송을 연달아 낼 것으로 보여
한전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유지에 대한 선하지 보상금액만
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앞으로 국공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산출하기조차 어려워 추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선하지 소송에서 연달
아 패소하고 있는데다 사유지에 대한
선하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서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을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보상
작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공유
지 사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지 판단해야 하
는 시점이라는 것이 전력산업계의 시
각이다.
안광훈 기자<ankh@>

원자력기술 수출 드라이브건다

송세준 기자<21ssj@>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발족…해외시장 조사� 법률자문 등 지원

“승강기 사고 절반이 이용자 과실”
기표원�승관원 등 유관단체, 對국민 승강기 캠페인
승강기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 열린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승강
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
원, 관련 유관단체들이 힘을 모아 오
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한‘대국민 승
강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
고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의식을 강화

하는 한편 올바른 승강기 사용을 홍보
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
리는 것.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차관 등 350여명
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
는 이날 행사에서는 승강기 안전캠페
인 발대식과 승강장 추락방지, 에스컬
레이터 사고방지 동영상 등이 상영되
며,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관련된 홍
보전단지 1만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dwkim@>

정부가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강
력한 지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학기술부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
육문화회관에서‘원자력기술수출지
원단’창립행사를 열고 정부 차원에
서 원자력 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웹사이트
인‘AtomXport(www.AtomXport.
com)’
를 개통하고 자문단과 수출기업
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활용키로 했다.
지원단은 과기부 김영식 원자력국
장과 (사)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김
정묵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되며 ▲

전략적수출품목 ▲동위원소이용 ▲비
파괴검사 ▲원자력밸리 ▲기반기술이
용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시장 조사, 마케팅, 수출통제, 법률 등
을 지원키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지원자문단도 뒀다.
앞으로‘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 특
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정보를 제고하고 수출현장의 애
로사항을 접수해 해결책을 제시할 방
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마케팅,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원자력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과기부 양성광 원자력협력과
장은“원자력기술 및 제품의 수출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국가의 강력한 통
제하에서 진행되고 특히 우리나라 수
출대상국인 개도국에서는 수입 결정
과정에서 정부 고위 정책가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숯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
명했다.

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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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현 기자<ji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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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한 목소리’
이명박

추가건설 불가피, 정동영 의존율 서서히 낮춰야
건설 중단, 권영길 2035년까지 단계적 폐쇄

이인제�문국현

代

본지, 대통령 후보 전력�에너지분야 공약 서면 조사
● 절연 전력 케이블：HIV, GV, 600V, CV, 6.6kV CV, 22.9kV FR－CN/CO－W
●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θ
－SIS－P, θ
－FR－PH, θ
－FR－PN

권영길�이인제 후보 전력구조개편 전면 재검토 주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는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
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
정하는등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원
자력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유
리한 에너지원이고 다른 발전원과 비
교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인정하면
서도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 의존
율을 나추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주
장했다.
이인제(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
당)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권
영길(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용 내화전선 NFR－8(한국소방검정공사 인증품)
전력산업구조개편
●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F－CV,
TFR－CV
대북 에너지 지원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공기업 민영화
정동영 공기업단계적민영화 6자회담틀안에서적극지원 장기적으로비중축소 2015년10%까지확대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유력 대통령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기호순) 등 6인을 대
상으로 공통질의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후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권영길, 이인제 후보만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인제
후보는 현재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의 진행과
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밀 실사
를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고, 권영길 후보는 정부가 일
방적으로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
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등 많은 문제
점을 야기했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에반해 이회창 후보(무소속)는 민
영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며 한전,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산

이명박 공기업단계적민영화 핵폐기시포괄적지원 추가건설불가피

인도적측면서지원 추가건설중단단계적폐쇄 전력의20%까지확대

이인제 전면재검토

핵폐기시찬성

문국현 전력산업민영화반대 러시아자원이용한지원
이회창 한전민영화재추진

업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재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가 단계
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권영길
후보는 전력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
분의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이회창 후보는 대북에너지 지원은 북

내년 2월부터 釜山�仁川사업본부서 시범 사용
한전 관계자는“미국에서는 이미 3
만5000대 이상 적용되는 등 식물성 절
연유 변압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단가가 다소 높지만 기
존 실리콘유를 사용한 난연변압기와
비교하면 가격이 엇비슷해 시범사용
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범 사용되는 식물성 절연유 변압

현수준유지

전략적육성

현수준유지

6%까지확대

핵폐기인권개선과전략적연계 방폐물처리안전성제고가우선 2011년까지5%

한전, 식물성 절연유 변압기 전격 채택
한전이 식물성 절연유를 채용한 변
압기를 전격 채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신개
발 기자재 채택사용 절차’에 의거해
기술적 타당성과 채택 필요성, 경제
성, 예상효과 등을 검토한 끝에 식물
성 절연유 변압기를 시범 사용키로 결
정했다.

기술개발집중지원

권영길 적극반대

핵폐기와 인권개선을 포함한 북한의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문국현 후보는 장기적으로 러
시아의 값싼 에너지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돼야 한다며 사할린과 극동의 가스를
한반도까지 연결시키기위해 파이프라
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전력에너지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6개월의 시범사용 기간 동
안 절연유 누유, 소음발생, 소손사고,
부하특성에 따른 절연유 열화 등 신뢰
도 유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
년 10월께 확대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시장 내에서는 구역전기사
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전기신문사에서 열린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 토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업환경 등 구역전기사업 재평
본지�전력거래소 주관, 11일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
정부가 중장기 구역전기사업 제
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11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신
문이 주관한‘구역전기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렸다.
▶관련기사 4�5면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제 1세션 주제발표를 통해“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사업자의 경제성
논의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가격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사업 자체의 규모와
부하특성을 고려해 경제성을 논의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패널 토의에 나선 이완
규 한전 마케팅 팀장은“구역전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지에 대해 논
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
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
점”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홍수경 전기위원회 사무관은

한국, 美 GNEP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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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준 기자<21ssj@>
넘어 세계로 2005 - 2008<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Chapter 4 한국을

기존 광유에 비해 생분해도가 높아
환경 친화적이고 발화점과 인화점이
높아 난연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국내에서도 동남석유가 지난 2005
년 국산화에 성공해 동방전기 등 일부
기업이 민수시장에서 납품하고 있다.
다만 점도가 높아 광유보다 3배 정

美�러 등 이어 19번째로 원칙선언서에 서명
우리나라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
너 십 (GNEP : Global Nuclear

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국제적으로 확
대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가들의
협력체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무조건
익을 보
있을 수
이 변경
개선 방
말했다
원회를
획”이라
구역전
재검토

회의인
원회,
워킹그
라의
이다.
여를
예정국
하고,
핵연료
논의
체에

● 베트남 전기리뷰와
협력 체결하고
정보의 폭을 넓혀갔다
2007. 5. 22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업 확장

연초 「베트남전기리뷰」와 협약을 체결한 전기신문은 5월 22일 황태안 베
트남전기리뷰 부사장을 제10회 한국전기문화대상에 초대해 관람케 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창
현 회장과 환담의 자리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초부터 준비해 온 아세안 포럼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며, 그 결과로 10월 12일 ‘한국·
중국·베트남 전기포럼’ 개최를 이끌어냈다.
‘한·중·베트남 전기공사업 상호진출방안 포럼’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과 베트
남 전력시장을 한 자리에서 이해하고,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또 베트남과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국내 전기관련 업체 관계자
들의 질문 공세로 인해 해외 인사와 통역사들은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반면 참가자들은 한
국과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료집을 제공해 발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취업박람회와 더불어 범전기계 인력 양성에도 전기신문이 앞장서기로 했다.
6월 27일 서울 등촌동 본사 회의실에서 (주)디디오넷모바일(대표 김기령)과 ‘전기아카데미 공동협력

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전기, 산업, 소방기사를 비롯한 인재를 양성하고, 생활법률, 부동산,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설하는 등 범 전기계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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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2014 아시아·태평양 전력산업 컨퍼런스
(CEPSI;Conference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Industry 2014)의
영문 일간신문을 발행해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CEPSI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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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ever scale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
s ‘energy
Olympics’
of WEC. This proves South Kore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at a time when Asia leads the growth of global
energy demand and fundamental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energy area, especially in power.”
Yesterday, 55 CEOs from electricity companies exchanged
views on their future visions at the CEO Round Table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CEPSI.

A five-day conference and exhibition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Jeju starting from October 26
Around 2,000 attendees expected from 35 countries,
including electric power leaders from China, Thailand and Malaysia

T
Head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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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 9~11

he 20th Conference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Industry (CEPSI), which brings togeth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ambodia and Nepal that
have never attended the event are also participating in this

leaders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from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held by the
Association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of East Asia and

year’
s event. Such a high participation rate and the world’
s
strong interest in the electric power-related conference led by
Korea have created high expectations for a successful

the Western Pacific (AESIEAP) from October 26 to 30 for five
days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CC) in Jeju.

hosting of the event.

Chief executives,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the

“Electric power compan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cademic and research community are slated to attend CEPSI
2014 to exchange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industry and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its strategy and technology to prepare for the
future,”explained President of AESIEAP and President and
CEO of KEPCO Hwan-Eik, Cho“I hope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can take advantage of the conference to
access the global market and advance into the future.”

Founded in 1975, AESIEAP is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bringing together electric power suppliers and experts in the

Headline₩₩₩₩₩₩₩₩₩₩₩₩₩₩₩₩₩₩₩₩₩₩₩₩₩₩₩1
Keynote Speech & General Assembly₩₩₩2
CEO Round Table & Special Session₩₩3
Today’s Main Speakers₩₩₩₩₩₩₩₩₩₩₩ ₩ ₩ 5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s that strives to
expand and develop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t is currently
chaired by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year’
s event is held under the theme of‘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o Make a
Smart and Green Society’and focuses on discussions ab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lectric power industry
practitioners to respond to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 large group of delegates from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is participating in this year’
s event. China is sending a
delegation of top executives from its two major electric power
grid operators and five major power generation companies.
ASEAN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and
Philippines, are sending the CEOs of major electric power

A large number of Korea’
s representative companies and
global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held
concurrently with the conference to introduce their signature

companies, making the event the largest in its history.

technology.

KEPCO, also, opened a special session under the theme
of ‘KEPCO’
s Strategies for Smart Grid and ESS’ and
introduced the nation’s recent hot issues of core
technologies in the energy new industry sectors including
distributed power sources, energy storage system (ESS),
and micro-grids.

Opening Ceremony held on Oct. 27th…
CEO RoundTable, Special Session also Opened
‘Smart’
and‘Green’
are Major Themes

Photo Galle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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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SI 2014 with leaders of electricity indus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of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AESIEAP) commenced its official schedule
on Oct. 27th with a high profile opening ceremony.
The launch ceremony was attended by leader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other important figures from the 35
nations incluing Hwan-Eik Cho (President & CEO of KEPCO
and President of AESIEAP), Hee-Ryong Won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i
Ruge (Executive Vice-President of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Cao Peixi
(President of China’
s major power company
of Huaneng Group), Chen Jinhang
(Chairman of China’
s major power company
of Datang Corp.), Datuk Seri Azman Mohd
(President of Malaysian Tenaga Nasional
Berhad), etc.

Not only the conference was opened, but also an
exhibition with global energy companies participating,
including those from the Asia and Pacific regions. This
exhibition, which has drawn the participation of 63
companies from 14 countries, offers a perfect platform for
large global large energy companies including LG, Doosan
Heavy Industries, Mitsubishi, Siemens, Alstom, etc., and also
for Korea’
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share among themselves information on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he latest trends.

The AESIEAP president said during the
opening ceremony,“I’
m pleased to host the
‘energy Asian Games’
of CEPSI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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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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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be Held
Held in
in Thailand
Thailand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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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fficial 3rd day of CEPSI 2014, a series of panel
sessions on the latest issues and trends of the global electric
power industry were held, attended by global prestigious
professionals and experts who delivered presentations.
In the panel session 1, under the theme of“Strategies for
sustainable growth,” Seung-jung Baek, executive vice
president & CEO of KEPCO and Rochus Bergmann, president
& CEO of Siemens Energy Solutions, Ltd. delivered keynote
speeches.
And during the session 1, four panelists - Sean Purdie,
market sector leader & managing partner in the Asia Pacific of
ERM; Loo-kok Seng, senior general manager of TNB; Zhang
Yibin, director of State Grid Energy Research Institute; Michel
Serra, senior vice president of China-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lstom Power - led by Chung-ming Kwan, senior
smart grid development manager of CLP - delivered
presentations and had lively discussions.
In panel session 2, which was held on the theme of“Climate
change: impact and adaptation,”Ma. Gladys Cruz-Sta. Rita,
president& CEO of National Power Corporation delivered
keynote speech. Also, four panelists - Thomas Parkinson,
partner of The Lantau Group, Arup Ghosh, chief technical
officer of TATA Power Delhi Distribution Ltd, Chong-kul Ryu,
chief researcher of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EPCO, Emmanuel, Umali, department manager of Water Shed
of NPC - led by Paddy Padmanathan, president & CEO of

AWCA Power - delivered presentations and held active
discussions.
Also, the MR Special Session was held on the theme of
‘Distribution Grids with High Penetration of Renewable
Generation.’Jorg Dickert, head of Research Group smart Grids
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 Thoralf Bohn, technical
manager of System & Technical Connection Conditions
Network Technology and Operation Forum within VDE, and
Uwe Kaltenborn, head of Portfolio Management of MR delivered
speeches on the theme.
A Technical Session was also held. Through the session,
350 carefully selected papers containing case studies, field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research results on the overall
areas of electric power, energy were released - while allowing
participants to exchange the latest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mong them.
Furthermore, a Power Business Program and CPO Forum
were also held in order to help the established network
through participation of CEPSI to deliver actual business results.
Meanwhile, a“Cultural Night”was held on the same day,
receiving a great response from participants. Through the
event, participants could enjoy seeing rich and colorful cultural
and artistic performances, and could thus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
s diverse and beautiful
cultural traditions.

‘CEPSI 2014’completed its official schedule with a
closing ceremony on Oct. 29th
Through ‘CEPSI 2014’
, which launched its schedule
with a welcoming reception on Oct. 26th, intensive
discussions were held over the past four days on the
roles and measures for power industry workers in order
to respond to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under the theme of‘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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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ou in

Electric Power Industry to Make a Smart and Green Society.’
In the four panel sessions, three special sessions, and
several technical sessions, CEOs from each nation's major
electric power companies delivered keynote speeches and
top-notch experts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areas made
presentations and discussed various power-related topics.
And various programs are being held specially arranged for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CEPSI 2014, including the‘CPO
Forum’for chief procurement officers of major electric power
compan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order to create actual
business results; the‘Biz Matching Program’for face-to-face
business matching between overseas procurement officials of
electric power companies and potential partner companies; and
an R&D Forum for chief officers of R&D sectors of electric
power companies.
Also, in the concurrently held exhibition, the nation's
representative electric power companies and overseas major
companies participated on a large-scale and introduced their
own innovative technologies to audiences. Of special note, this
largest-ever CEPSI was attended by more than 2,000
participants from 35 countries.
The closing ceremony included the announcement of 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as the next host of
CEPSI and the handing over ceremony of the AESIEAP flag,
followed by traditional performances by troupes from Korea
and Thailand.
AESIEAP's Chairman Hwan-Eik Cho concluded by saying,
“As we take action on the principles and goals we have set, I
look forward to the sustainable and mutual prosperity of the
Asian energy sector, under the initiative of becoming ‘One
Asia’and creating a new Asian Wave. Now, I look forward to

Thailand!
Next year’
s AESIEAP events will be
focused on finding solutions to problems
in the power industry and identifying roles
and reasonable alternatives to shape our
future as we wish.
I will devote my passion and resources
to prepare a forum for sharing opinions
and having discussions, which I believe
will be a productive and fruitful forum I
would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invite you to the CEO Conference
in Chiang Mai in 2015 and CEPSI
2016 in Bangkok.
Soonchai Kumnoonsate
Governor of EGAT

meeting again in Bangkok, Thailand in 2016.”
Meanwhile, technical tours are scheduled for Oct. 30th.
These tours consist of visits to Korea's cutting-edge smart grid
where visitors can witness the latest technologies and new
trend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There will also
be visits to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the visitors are
scheduled to tour Jeju island, which is well-known as a
UNESCO-approved world's best attraction no less than three
times and as one of the world's seven natural w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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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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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S Co., Ltd
Hyosung Corporati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BB Ltd., Korea
ALSTOM Korea Ltd.
Nexans
Emerson Process Management Ltd.
Taihan Electric Wire Co.,Ltd
Korea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Korea Electric Association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INC.
KEPCO Nuclear Fuel Company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Vitzrotech Co.,Ltd.
Maschinenfabrik Reinhausen
Sanil Electric Co.,Ltd
Bosung Powertec CO.,Ltd
Legrand Korea Co., Ltd.
Encored Technologies
Wooam, Inc.

Creating a Smarter &
Greener Future
Technical Tours for Oct. 30th…
Visits to the Smart grid Facilities and Wonderful tourists

T

echnical tours are a main program on the fifth day on
the CEPSI, which is planned in Jeju, well-known for
being a Carbon-Free and Green Energy Island.

The Courses consist of total 6 programs.

Station(HVDC), etc.
And the visitors are scheduled to tour Jeju island, which
is well-known as a UNESCO-approved world's best
attraction no less than three times and as one of the
world's seven natural wonders.

These tours consist of visits to Korea's cutting-edge
smart grid where visitors can witness the latest
technologies and new trend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There will also be visits to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y include Eco Land Theme Park, Jeju Herb
Dongsan & Foot Bath, Seopjikoji, Jeju Folk Village
Museum, The spirited Garden, O'sulloc Green Tea
Museum, Hallim Park, Dragon Head Shore, etc.

They include Jeju Conversion Station, an Energy
Superhighway(HVDC), Jocheon Substation, a Large-scale
ESS Test-bed, Smart Grid Information Center, International

A foreign participant said "Jeju island is very beautiful to
me. I'm very pleased to have a highly good time in scenic
Jeju. And I could grasp the latest trends of smart grid."

Wind Power Control Center, Geumak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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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임직원 수련회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
내역

개최일자

장소

직원 해병대 극기훈련
백혈병어린이 돕기 캠페인
밥퍼 나눔 운동
임직원 한마음수련회
사랑의 연탄배달운동
밥퍼 나눔 운동 본부와 거리
성탄 예배(전기사랑봉사단)

6. 1 ~ 6. 2

안면도 교육장

7. 19 ~
9. 13

청량리 다일공동체

11. 2 ~ 11. 3

금강산

11. 28

목3동 일대

12. 25

동향과
정책을 묻다

전기신문은 그동안 꾸준히 다양한 방면의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면
서 현실감 있으면서도 심도 있는 정보 전달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에도 기존 행사와 더불어 1월 22일 ‘부산·경남 경관·도로조명 전기설비 세미나’를 후원하

면서 국내 경관·도로조명과 전기설비 실태의 문제점, 그리고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
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2004년부터 이어진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도 5월과 6월, 9월과 12월에 각각 청주, 전주,
대구,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와 다르게 종합토론회를 신문사에서 개최해 눈
길을 끌었다. 2008년 상반기 중에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여서 제도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서는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블록화 등 보다 심층적인 기사를 총 6회에 걸쳐 연재, 게
재했다.
연말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를 맞아 12월 13일 1면을 통해 ‘대통령 후
보 전력 에너지 분야 공약’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 2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
란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본지가 질의한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서면 답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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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한
전기신문 임직원들
2007. 9. 13

●● 전기사랑 사회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함께 했다
2007. 11. 28

꾸준한
사회봉사 활동

전기신문은 그동안 꾸준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
행에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은 미약했던 활동이었던 것을 2007년 조금 더 넓혀 시행했다.
7월 19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백혈병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벌여 주
1회 백혈병 어린이 환자의 현황과 상식, 투병일기, 어린이재단 소식, 후원방법 등에 대한 소개를 게

재했다. 이를 통해 100만 전기인들의 사랑이 담긴 모금을 받아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백혈
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9월 13일엔 전기사랑봉사단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밥퍼나눔운

동본부16’를 찾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길순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 인근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숙자
800여명의 식사를 도왔으며, 준비해간 성금도 전달했다.

이후에도 전기사랑봉사단은 11월 28일 사랑의 연탄 배달을 무사히 마쳤으며, 12월 25일에는 밥퍼
나눔 운동 본부와 거리 성탄 예배를 갖기도 했다.
한편 전기신문은 매년 임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형식의 수련회를 가졌는데, 2007년에는 특별히 마
음을 다잡자는 의미에서 6월 1일과 2일 양일간 해병대 극기훈련을 다녀왔으며, 이후 11월 2일, 3일
은 금강산에 가서 단합을 다졌다.

16

‘밥퍼나눔운동’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이 진정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밥 굶는 이 하나 없을 때까지 참여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벌이는 생명운동으로, 최일도 목사가 이끄는 다일공동체의 원류다. 1988년 전도사였던 최 목사는 청량리 역전에서 사흘간 밥
을 굶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만나 냄비 하나에 라면을 끓여 나눔으로써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2년 후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
미에서 처음으로 밥상이 차려지고, 1994년엔 청량리 다일공동체 건물 1층에 작은 오병이어식당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찾
아오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다일공동체는 1998년 사회복지법인 「밥퍼」를 설립하고 밥퍼나눔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
개해 운동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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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사업은 물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신문의 새
로운 길을 만들어 갔다. 이제 업계의 트렌
드는 물론 전기신문만의 목소리로 업계를
리드해 가는 언론으로 자리 매김했다.

01
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다

기본을 세우자
캠페인 벌여

전기신문은 2008년을 새롭게 여는 1월 3일 자 신년특집호를 60면으로 증
면 발행하고, 힘과 생기가 넘쳐나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파워풀 코리아’를 주제로 전기계
안팎의 전문가들 고견과 열정이 넘치는 산업현장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또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
와 국가 불신, 험담이 넘쳐나는 풍조를 바로잡아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기본을 세우자’를 연중캠페
인으로 정했다. 이후 3월 합동취재반을 구성, 한 해 동안 가상의 인물 ‘나기본’씨를 통해, 그가 겪는
인사 청탁에서 안전 불감증, 입찰 담합, 불법유통, 논문 베끼기 등 온갖 부조리현장을 생생하게 전
달했다. 이 기사는 ‘인사가 만사’, ‘부패 고리를 끊자’, ‘안전문화를 정착하자’, ‘기술이 국가경쟁력이
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 등 총 20편의 시리즈가 게재됐다.
3월 17일에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경춘 제11대 사장 선임과 부사장직에 이정욱 전 디

지털타임스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했다.
한편 전기신문은 미국의 경제침체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로 5월 1일 산업 면에 ‘경제확대경’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
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금융기관에
서 발표하는 주요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해 나갔다.
이를 시작으로, 5월 19일에는 창간 44주년을 맞아 플랜트, 조선산업 등 전기산업과 직간접 분야까
지 취재영역을 확대하고 제호 및 편집 디자인 등도 현대감각에 맞게 개선해 나갔다. 당시 연재되고
있던 중국어 이외도 비즈니스 영어 및 일어도 함께 다뤄 해외진출을 꾀하는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
를 확대했다.
이어 7월에는 5월 특집호에서 언급했던 계획(안) 들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면개편을 단행했다.
‘지면별 차별성 강화’를 목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항만·플랜트 등 SOC부문 뉴스 강
화를 위한 SOC면과 우리나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전기인들의 활약상, 지자체와 인물의 동향을
생동감 있게 보도하는 전국면(목요일자)을 신설했다.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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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자체 행사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후원했다
사진은 한전과 함께한
전력기술컨퍼런스 행사
2008. 5. 21

●● 2008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참석한 이경춘 사장
2008. 10. 28

정책면(월요일자)도 확대해, 단순히 정부 정책 홍보가 아니라 허와 실을 따져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의 인터뷰도 첨부해 보다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해외에서 개발되거나 새로 시장에 선보이는 신상품을 소개했던 ‘해외 신상품’이 ‘세계 속 새상품’으
로, ‘기자의 눈’이 ‘현장 취재’로, ‘백국환의 목요아침’이 ‘백국환의 키보드’로, ‘화제의 인물’이 ‘인물포
커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원자력분야의 동향을 재미있게 해설하는 ‘진시현 기자의 원자력에세이’(월요일
자)와 외국어를 기초부터 배워가는 ‘술술 생활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월요일자)’, 생활 속의 웃음

을 담을 ‘인터넷 유머’(월요일자)도 신설했다.
편집 디자인 역시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다.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씨 크기가 작아 읽기 힘들다는 독자 의견을 수렴해 신문 본문 크기
와 행간을 조금 크게 조정하고, ‘현장취재’나 ‘인물포커스’, ‘이슈&이슈’ 등 고정 연재 코너의 디자인
도 교체했다.
시의 적절한 기사 게재도 빠질 수 없는 과제였다. 특히 2008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기후변화협약
(UNFCC)17’과 관련, 4월 10일 1면에 ‘청정개발체제(CDM)길라잡이’를 특집으로 게재해 CDM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11월 27일에는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 협약이 영향을 미
치게 될 거란 전망에 따라 협약국들이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자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2회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 협상 전략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의 향방에 대한 제언도 게재했다.

17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추
진돼 왔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5년에 발효,
2008년부터 5년간 감축의무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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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전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사진은 2008년에
게재된 기본을 세우자
연중 캠페인 중 한 꼭지

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혀라

전기신문은 그동안 전기와 관련된 세미나와 포럼,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에 시간이 갈수록 사업 시행에 관한 노하우 역시 꾸준히 늘어가
고 있었기에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 전기계의 다양한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2008 전력기술컨퍼런스(EPTIC)’와 ‘발전컨퍼런스 2008’이 그렇게 전기신문과 관계를 맺게 된 행사
였다.
한전이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총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전력기술컨퍼런스는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aT센터에서 안철식 지경부 실장, 서남표 KAIST총장 등 전력산업계 관계자들 1,300여

명 참가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컨퍼런스에는 58개 연구과제와 54개 연구개발 결과물 등 지난 1년 간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개발·
확보한 전력기술들이 발표·전시됐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인 서남표 KAIST 총장(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단장)이 세계 R&D 트렌드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역할과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전컨퍼런스 2008’도 전기인들의 최대 축제로, 에너지산업분야 관계자 2,500여명이라는 사상 최
다인원이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행사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아셈홀에서 한전을 비롯
한 6개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 등 8개 회사 주최로 개최됐다. 글로벌, 화력발전, 복합발전, 환경·
신재생, 원자력(수력) 등 5개 세션 54개 주제가 발표된 세미나를 비롯해 66개 부스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특히 GS EPS, GS 파워, K-파워, 포스코파워 등 주요 민간발전회
사들이 특별후원으로 참여하고, 지멘스, 알스톰 등 세계적인 전력회사들과 미국 전력연구원(EPRI),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 등 유수의 전력연구기관도 참여해 명실상부한 발전인들의 축제로 치
러졌다.
전기신문 자체 행사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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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가 지난달
올해 처음 열린 전
등 총 55개 팀이

항전에서 4인 합산
준우승은 4인 합
12타를 기록한 전

스코어 71타를 기
호 선수가, 3위는

로 출전한 염태대
~16번홀까지 싸이

오늘 대회는 전기
가 들을 위한 자리
지는 계기가 되길

유희덕 기자<yuhd@>

● 제1회 전기사랑 골프대회가 성대히 치러졌다 2008. 9. 29

광 나누고파”

>>

돼 영광스럽게 생각
같이 운동을 한 팀
광을 같이 하고 싶습

을 차지했다. 2,3위와
게 됐다.
<오른쪽 첫번째 진명
회원으로 활동하며 틈
말했다.
다”며“골프를 하면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선 76타를 기록했다.
대회에서 우승한 경

제1회 전기사랑 골프대회 각 분야 기록 및 수상자 명단
내역

개최일자

장소

19개 시 도회 대항전

경북도회(종합우승)

4인 합산 308타

광주시회(준우승)

4인 합산 310타

전북도회(3위)

4인 합산 312타

이철운(전북도회장)

그로스 83타, 핸디 12타, 네트스코어 71타

일반부

장정호(2위), 전호철(3위)
홀인원(기록)

염태대(충남대표)

베스트드레서

양우석

김화연
-16홀
▲ 주요 귀빈들이 시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병주14홀
전기공사협회
회장,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양해원 대한전기학회 회장, 이경춘
전기신문사
노정규,
황근철 사장)

싸이클버디
▲ 경북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한 후 우승컵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니어리스트

력을 갖고 있다.
롱기스트
배 대표는“전기인의 큰 잔치인 이번 골프대회를 개최한 전기신문
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창순, 손성모

각 분야 수상자 명단

▲베스트드레서 : 양우석 ▲싸이클버디 : 김화연 ▲니어리스트 시도회 : 대표팀 노정규, 일반팀 황근철
▲롱기스트 : 시도회 대표팀 최창순, 일반팀 손성모 ▲메달리스트 시도회 : 대표팀 정찬영, 일반팀 곽광호

전기신문은 전기계 골프인들의 대잔치인 ‘제1회 전기사랑 골프대회’를 9월 29일 버드우드 GC, 상록

표

일반팀펼쳤다.
우승 / 이철운 (주)성보전설 대표�전북도회장
CC에서 개최했으며, 시도회 19개팀, 일반 36개팀 등 총 55팀이 참가해 경기를

만들어 낸 이번 대회에서는 19개 시·도회 대항전에서 4인
“첫 대회서 짜릿한 행운…꿈만 같아”올인원과 싸이클 I버디 등 풍성한 기록을
“오늘은 운이 좋은 날…그 어느 상보다 기뻐”
N

흥전기(주) 대표는 제1회 전기
회에서 유일하게 홀인원의 행
인공이다.
샷을 집중해서 하긴 했는데 공
려 들어갈 지는 꿈에도 생각 못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당시 상황을“짜릿한 느낌이

합산 308타를 기록한 경북도회가 종합우승을, 일반부 경기에선 그로스 83타, 핸디 12타, 네트스코

T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고 표현했다.
그의 골프 구력은 20년.
지난 2002년에는 전국 신태인 CC에서 4회 클럽 챔
일반팀 우승을 차지한 이철운 선수는 수상 소감
E
(전북도회장)가 차지했다.
어 71타를 기록한 이철운 선수
하지만 이번 홀인원을 포함해 딱 2번 밖
에서“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승을 하게됐다” 피언을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R
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 이경춘
요즘은
골프의 승부
보다는 즐기는 골프
골프의 애호가
매력이
고 밝혔다.
일반팀의전기사랑을
경기는 아마추어
선수
V 대표는
개회식에서
“오늘이날
대회는
온몸으로
실천하는
전기산업계
보다 기쁜 것은 전기인들의 화합의 장을
푹 빠졌다고 한다. 일주일에 1~2회정도 골프장에
간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날의 운만 따라준다면 우
I
만들기 위한 대회에서 홀인원의
행운이
주 자리인
한다.
할수
있도록 신페리오
진행됐다.
들을
위한
승패
보다는
스포츠방식으로
정신으로
친목을나간다고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E 만큼 승도
어져 더욱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선수는“골프는 마인드 컨트롤을 비롯해 정
때문에 이철운 선수는“오늘 우승은 운이 굉장
W
신수양에 좋은 운동 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히 좋아 차지하게 됐다”며“그동안 받은 어느 상
김동우했다.
기자<dwkim@>
“대자연을 느끼며,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가 골프
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11. 10.~11, 코엑스 대서양홀(3
그동안 꾸준히 개최해 많은
호응을
전기산업
에 있다”고 말했다.
이철운
선수는얻었던
골프경력‘2008
16년의 베테랑
골퍼다.취업박람회’
층), 80여 업체 참가)와 ‘한국·중국·베트남 전기포럼’(11. 21, 코엑스 아셈홀 201호, 대한민국·중국·베
트남 정부 및 관련단체 인사 100여명 참가)도 성황리에 치러냈다.

이러한 사업 시행으로 전기신문은 2008년 실적 127.1% 달성해 내면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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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수상자들
2009. 5. 20

전기계 이슈를
관통하다

전기신문은 2009년을 맞아 지난 해 전력 및 발전컨퍼런스 행사를 성공적
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40주년 기념세미나(7월)와 제23회 전기
공사기능경기대회(10월)을 후원하는 등 각종 전기계 행사 참여 폭을 넓혀 나가는 한편 전기계 이슈
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 각종 이슈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첫 번째, 전기신문이 주목한 것은 전력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였다.

당시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시대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
을 받으면서 2030년까지 20조원 신규시장 창출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까지 나왔던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해 4월 2일 그 필요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또 적정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부추기면서 국가적으로 9,000
억 원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손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 창간 45주년을 맞아 이명규 국회의
원실과 함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녹색성장 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
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

사와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주제발제자로 나섰으며, 신정식 건국대 석좌교수(좌장, 녹
색성장위원회 위원), 신동학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장, 신창근 한전 평택지점장, 김창섭 지속

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윤원철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
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
를 보였다.
전기신문은 이후에도 11월 16일, ‘불법·불량 전선이 판친다’는 제호 아래 그동안 근절을 꾸준히 외
쳐왔으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불법·불량 전선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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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전기포럼 세미나 기사 2009. 12. 17

종합

제2550호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3

“유비쿼터스, 신재생E, SG …전기업계 신성장 동력”
<스마트그리드>

U-전기포럼 세미나
U-전기포럼(회장 이기식)은 15일 서울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및 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09 U-전기

“올해는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수립,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등 미래 전기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사업이 많은 한 해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최근 스마트그리드 로드

였다”며“앞으로 전기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계의 발전방향 모색을 통

맵,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등을 확정한 것과 맞물려 주요 현안과제에

해 유비쿼터스 정보, 문화, 생활혁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전기계의 역할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식경제부 이용필 스마

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트그리드 TF팀장이‘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대한 내용과 향후 정부의

은 환영사를 통해“U-전기포럼이 유비쿼터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김세동 두원공대 교수가 구체적인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기술개발 현황과 로드맵에 대한 전기계의 논의를 주도하고

모델을, 남기범 전력기술인협회 실장이 전기계에 미치는 법제도적인 영

전기공사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전기분야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

향을 발표,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기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방향
(지경부 이용필 팀장)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
색성장 기반 구축’이란 비전아래 오는
2012년까지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를 구
축하고 2020년까지 광역단위 스마트그리
드를 구축해 2030년에는 국가단위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력망, 소비
자, 운송, 신재생발전, 전력서비스 등 5대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전력망분야는 전력
전송 손실 저감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고장 사전진단 및 자동복구 체계 구축
을 통한 고품질 전력공급을 구현하게 된다.
또 소비자분야에서는 실시간 요금제 도
입에 따른 최대전력 저감으로 설비효율 향
상과 에너지소비 최적화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분야에서는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 보급과 다양한 유관 사업
모델이 활성화될 것이다.
신재생발전분야에서는 전국에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
급이 확대되고 건물에 소규모 신재생발전
이 설치돼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가정과
빌딩이 등장할 것이다.
전력서비스분야에서는 다양한 요금제도
가 등장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력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에너지거
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에너지 비즈니스모델
(두원공대 김세동 교수)
에너지시스템에 정보통신기능을 결합시
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한 에너지인터넷
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해 양방향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한 스마트그리드를 결합하는
그린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스마트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박스는 전력회사에 에너지 운
용수준을 알려주고 언제,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지 고객이나 전력회사에 명령을 받으
며 전기의 구매 및 판매 시점을 전력회사
에 알려준다. 고객과 전력회사 사이에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해진 것으로 가전제품은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돌
아가게 된다.
이와함께 전력회사는 다양한 옵션을 제
공할 수 있다. 야간∙주말 특별할인 요금
제도, 전기제품의 Day Trading 제도,‘계
량기 속도 늦추는 방법’프로그램 등 다양
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남들보다 먼저 더 빨리 그린에 다
가서는 개인, 기업, 국가가 생존에 유리한

따라 개별공사의 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통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도입
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
템관리설비,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등에
서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와 업무영
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의 설계 및 조립, 기능∙성능
시험의 전 공정은 기본적으로 전기관련 지
식을 수반하는 만큼 전기기술자의 업무범

분산전원이 연계된 양방향 보호협조시스
템은 양방향 배전계통 고장전류 해석, 양방
향 보호협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개발,
선로 보호기기 및 자동화기기 배치, 정정기
준 도출, 양방향 보호기기 연동시험 및 검
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스마트
그리드 수전설비 양방향 수배전반 보호기
기에 대한 기준 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공기
준 및 운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평가시스템과 실증시험을 통해 관련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용필 팀장

이
김

김세동 교수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석탄발전소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
대, 에너지 제로 빌딩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SG로 인한 전기계 법제도의 변화
(전력기술인협회 남기범 실장)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면 토목공사, 건
축공사, 산업설비공사 등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된‘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건설∙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여러 공사
의 기술이 합쳐져야 공정이 가능하게 됨에

위가 확대될 것이다. 또 전기모터, 전력제
어장치, 충전지 등 전기부품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부품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전기기술 벤처기업의 증가하고
충전인프라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제어하
는 관련 서비스업도 발달할 전망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
리 수요가 늘어나고 공공안전을 위해 전기
설계, 감리, 공사, 유지관리 등 다양한 전기
분야 업역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
력 양성은 물론 각종 신규기술에 대한 규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만들어간다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ISO 9001, 14001

고·저압 COMPACT 폐쇄형배전반

왕

“업무영역 확대에 적극 대비해야”
“양방향 수배전 운영기술 필요”

조

“소비자 이익 위한 시너지 창출”

남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또 스마트그리드로
인해 확장된 분야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
요한 기준 및 업등록요건 등 공공의 안전확
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SG 수전설비 보호협조 시스템
(전기산업硏 왕용필 박사)
분산전원 설치 수용가의 인근 수용가는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에 의한 전압변동으
로 과전압(또는 저전압)에 의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분산전원 설치 수용가
의 연계용 변압기는 결선방식 변경으로 기

존의 보호협조체계가 바뀐다. 또한 다수의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면 단방향
의 전력조류로 운용되던 배전계통의 구성
이 루프 혹은 매쉬(Mash)형태로 변경되어
보호협조, 배전기기 제어 및 운용방식이
변화된다.
이에 따라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 그리드
를 통합해 지역 배전망을 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배전 통합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
용가용 양방향 수배전반 운용기술이 필요
하다.

▶하이그린홈과 SG
(토지주택공사 조휘만 부장)
하이그린홈은 지능형 홈과 그린홈을 결
합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하이그린홈은 또 이중창호 등으로 일반
창호 대비 단열성능을 20%가량 높인 주택
이며 홈네트워크를 이용한 공간별�시간대
별 난방 스케줄 제어, 홈네트워크를 이용한
조명, 콘센트 전력제어를 구현한다.
하이그린홈은 이를 통해 대기전력을 차단
함으로써 막대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구현하
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소비자가 실시간
전기요금에 반응, 협력해 전력피크를 분산
해 발전설비를 줄이는 에너지절약 기술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측 스마트그
리드 3요소로 스마트미터, 에너지정보표시
장치, 에너지제어장치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비자측 요소들은 하이그린홈의 홈네
트워크와 연계됨으로써 한층 시너지를 창
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봉 기자<yeokb@>

국제표준인증원(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공간의 여유를 확보하여 산업용플랜트, 상∙하수도, 빌딩, 아파트, 학교 등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최적의 폐쇄형배전반입니다.

■ 기존의 특고압 수배전반 대비 최대 63% 축소 (Mcic-D3) ■ 기존의 고·저압 수배전반 대비 최대 47% 축소 (Mcic-D3)

고압 및 저압 폐쇄형배전반 (Mcic IP4X)

(W1200 x H2400 x D2100)

조휘만 부장

Metal-Clad Compartment Insulation & Closed Compact Panel (Mcic)

고압 및 저압 폐쇄형배전반 (Mcic IP4X)

우수조달제품지정 (조달청장)

■ EM : 24kV ASS or LBS,PF,LA,MOF반

왕용필 박사

고∙저압 격실금속피복 절연축소형 폐쇄배전반

신제품(NEP)인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장)

남기범 실장

“2012년까지 SG 시범도시 구축”
“먼저, 더 빨리 그린시장 선점해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
법률제8852호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의무구매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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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15일 열린‘2009 U-전기포럼 세미나’에서 유비쿼터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원에 대한 적
극적인 논의와 대응책 마련을 통해 전기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EM : 24kV VCB,PT,CT,SA반
(W1100 x H2400 x D2100)

Mcic-D3
구조의 특징

·공기절연 폐쇄배전반 중 최고의 보호등급(IP4X)으로 KERI 형식시험합격 Mcic-D3
·당사가 개발한 벽관통부싱(DWB), 퓨즈홀더베이스(DWFB,DFH,DFHR), 부스바클램프, 절연커버 등을 채택.
금속격벽으로 압력배기방압장치 및 격실을 갖춘 폐쇄형구조의 독립된 고압종단접속실, 모선실, 차단기실, 저압실 등
격실의 구획은 금속격벽으로 차폐시켜 내부 Arc 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시 인접반 및 주변기기로의 사고파급억제

● 녹색시대를 연다
변압기/발전기 특집

2012. 4. 12

지속 성장,
‘녹색전력기기’가‘Key’
봄을 연상시키는‘녹색(Green)’은 생명의 부활을 뜻하
며,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넘치는 에너지’
를 표현해 신선함과 건강을 의미하는 색으로도 인식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녹색바람’역시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부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
하고 있다.

#

에너지 분야도 이러한 녹색열풍 속에서 패러다임
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바람·태양광·지열·물 등 자연의 힘을 빌려 에
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각광받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또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제품이나 LED조
명과 같은 저전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정이나 소비과정에서는 이미 눈에 띌
만큼 녹색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전세계적‘녹색바람’
지구의 부활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에너지도‘녹색열풍’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고효율₩친환경 기기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이에 반해 그동안 에너지의 공급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
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과
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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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나 가스열병합 발전기 역시 녹색 아이템으로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다.
“지구환경을 지키기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전기 분
야에 부여된 역할은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현 상황은 중전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중전기 업체 대표의 바람처럼 녹색 아이템은 침체의 늪
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전기 산업계에 희
망을 던져주게 될 것이다.
이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중전기-녹색시대’를 열어보
자.

#

최근 중전기 산업계에 일고 있는 고효율·친환경 바
람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전기 부문 관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전은
업계에 친환경기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최저
소비효율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효율기기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변압기 업계는 식물성절연유를 사용하는 친환
경 제품과 고효율변압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현
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고효율 몰드변압기나 차세대 아
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중매설형변압기가 눈에 띈다.
발전기 업계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
광·풍력 등을 이용한 발전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바이오

안광훈 기자<ankh@>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25년의 믿음 - 제룡전기(주)

ㅣwww.cheryongelec.comㅣ

수요 위축과 동(銅)가 상승, 과당 경쟁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속에서 ‘당장 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쓰이고 있는 불법·불량 전선이 전선 강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
(조사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2006년 7월)

하고, 불법·불량 전선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향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 것이다.

제룡전기주식회사

또 11월에는 19일부터 전력산업의 미래라고 불렸던 ‘8대 녹색기술’18에 대한 연재를 시작했다. 전기
신문은 2030년 전 세계 450조원 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 기술에 대해 업계 관심과 궁금증을 하나하
나 자세하게 설명해 나갔다.

독도를
태양광으로
지킨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분쟁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2008년, 국제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부 들어 지구환경
보존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독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도 흔쾌
히 수락하면서 2008년 8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전기신문도 사업의 당위성과 진행 과
정들을 꾸준히 홍보하면서 적극 참여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후 건설비용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 협회 회원 2,770명, 기관·단체·일반인
126명 등 전국에서 총 2,896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11월까지 총
29억7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당초 목표액 25억 원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또 한편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전KPS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2일 협약
을 체결하고 업무를 분담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18

8대 녹색기술은 한전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 석탄가스회복합발전(IGCC)를 비롯해 탄소 포집·저
장(CCS), 수출형 원전, 스마트그리드, 초전도 기술, 초고압 직류송전(HVDC),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기에너지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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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독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는 사업비부담(현금 및 현물), 시공계획수립 및 점검을 맡고, 에너지관리공
단은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행정지원업무, 한전KPN은 사업수행에 따른 역무
부담, 설비안전진단 및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2009년 9월 10일 1차 공사 완료 후 15일 시운전까지 마치고, 12월 11일 성공리
에 완공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최초 계획은 광복절인 2009년 8월 15일 완공 기념식을 갖는 것이었
으나 설비 변경, 완벽한 공사 마무리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0년 1월 1일 기념식을 갖게 됐다.
독도태양광발전설비는 경비대 유류저장고에 30kW, 발전기실에 10kW, 등대옥상에 15kW 등 총
55kW의 설비용량으로 모두 국산기자재를 사용했다.

특히 국가영토권에 대한 상징적 공간인 독도에 최초로 민간이 성금을 모금해 국내기술로 태양광발
전설비를 건설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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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02

● 2010년
원자력 르네상스
관련기사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제2554호

2010년 1월 4일 월요일

2010. 1. 4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다

2010년 원자력 르네상스‘활짝’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구랍 27일 UAE가 발주한 47조 규모의 대형 원전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낳았다. 이번 쾌거를 시발로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원전수출시대가 열려 제2, 제3의 UAE가 이어지면서 한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관망된다. UAE에 수출한 노형과 동일한 140만kW급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
<사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UAE 다음은 터키�요르단�루마니아
신규원전 건설 줄줄이…수출시장 유리한 고지
2012년 3대 원천기술 자립, 인력양성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을 계기로 1000조원대 세계
원전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게 됐다.
우선 주목되는 시장이 터키와 요르
단, 루마니아다.
▶관련기사 3면
터키는 오는 2020년까지 3000~5000
MW급 용량의 원전건설 계획을 수립
하고, 남부 지중해 연안인 아큐우
(Akkuyu)지역과 흑해연안인 시놉
(Sinop) 지역에 총 8기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큐우(Akkuyu)지역 6
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선협상 대상
자로 지정됐으나, 입찰조건이 맞지 않
아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흑해 연안 시놉(Sinop) 지역에 신규 원
전건설을 추진중이다. 터키는 내년 상
반기 중 원자로 2기(100억달러)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놉(Sinop) 지역에는 또 원자력발
전소를 비롯해 원전연료공장, 교육센
터 등이 건설되고 장기적으로 연구용

원자로 및 가속기도 함께 건설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져 원전을 수주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다음 주목할 곳이 요르단이다. 요르
단은 오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 도
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최초의
원전 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
다.
현재 요르단 원전사업은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한전과
요르단 양측은 한전이 제시한 정부

�민간합작(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재원조달을 통
해 APR1400 1기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 협의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루마니
아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사업(중수
로 70만kW 2기)도 올해 안에 좋은 결
과가 기대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5~15%의 공정률을 보이다 중단 된 체
르나보다 3,4호기를 오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수력원
자력과 캐나다의 AECL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수원이 주
계약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중공
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했던 루마니
아 정부가 유럽 주요 6개 전력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사
업지주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루마니아는 올해 본
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발주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 후반기에 입찰 안내서가 나오고 한
수원이 제의서를 내면 연말 또는 2011
년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규 원전시장
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IAEA로부터
높게 평가받으며, 그동안 신규 원전도
입국의 멘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한수원이 IAEA와

공동으로 베트남, 태국, 요르단 등 11
개 국가를 대상으로‘신규원전 도입국
멘토링 프로그램’과‘동유럽원전 운
영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등을 성공
적으로 개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
난해 10월 29일에는 신규원전 도입국
원전기술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한
수원과 IAEA가 지원협정 체결을 맺
기도 했다.
<2면에 계속>

謹賀新年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전기신문사 임직원 일동

신년호 특집 64면 발행

유희덕 기자<yuhd@>

전기공사업양도∙양수
www.co114.co.kr
면허 신규등록
공제 출자
6도체, 4도체, 한전특수실적
철도청 전차선
법인설립 등 건설관련 업무

TEL 02-581-8111
FAX 02-581-0799

전력 수급 비상,
근본해결책을

HCI -T HCI -TC HCI -TF HCI -TS HCI - HCI -E/P

HCI -

HCI -

HCI -TT HCI -E

묻다
2010년은 연초부터 전력수요 최고치를 6번이나 경신하면서 사상 최초로

겨울에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해였다.
1월 12일 오전 11시 전력수요가 6,875만8,000kW까지 치솟으면서 종전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고,

다음날인 13일 낮 12시에는 6,896만3,000kW까지 치고 올라갔다. 새해 들어 벌써 6번째 기록 경신
이었다. 이에 따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나 잠깐 시행했던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사상 처음
겨울철에 실시했다.
또 예방정비에 들어가야 마땅할 발전기도 풀가동하는 한편 한전은 14일부터 점심식사 시간을 전력
수요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오전 11~12시로 앞당기고, 그동안 업무용 전원을 모두 끄기로 하고, 발
전소에서 급수, 석탄운반 등에 필요한 설비를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만 돌리겠다는 등의 대책
도 쏟아냈다. 이후 점차 전력수급은 안정을 찾아 갔으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전기신문도 이런 숨가쁜 현장을 취재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
와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갔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
고 전력피크 시간대에 전기 아껴 쓰기 등의 대국민 전기사용 양심선언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절
약 7대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갔다.
당시 발표된 이 수칙은 ‘전력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17시~19시) 프린터, 복사기 사용금지’,
‘사무실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열기 퇴출’, ‘온(溫)맵시! 겨울엔 내복입기’, ‘5氣(플러그 뽑기, 전등끄
기, 걷기, 적정 온도 지키기, 출입문 닫기) 운동 생활화’, ‘불필요한 전등 소등, 쓰지 않는 컴퓨터 전원 끄

기’, ‘Green Day(금요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이용’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은 여름에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전기신문은 6월 7일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7,070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한 전력거래소(이사
장: 염명천) 자료를 언급하면서 전력종합 면의 해설과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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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사상 최초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실시하는 등 숨 가빴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 2010. 1. 14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제2558호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전력수급‘빨간불’…숨 가빴던 일주일

‘2030 원전 3대선진국으로 도약’

새해 전력수요 최고치 6번 경신…겨울 사상 최초‘주간예고 수요관리’실시

80기 수출…세계 신규 원전 건설 20% 점유

안정적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관련기사 3면
새해 들어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
요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공급능
력이 한계치에 접근했다.
대형 발전소가 만에 하나라도 덜컥
고장 날 경우 정전사태는 불가피하다.
시민들이 추위와 공포에 몇 시간이나
떨 수도 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전력수요가
6875만8000kW까지 치솟으면서 종전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다. 같은 시각,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
부 장관이 절전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
화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전
력수요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인 13일 낮 12시에는 6896만
3000kW까지 치고 올라갔다. 장관의
호소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새해 들어 벌써 6번째 기록경신. 지
난해에는 365일 전부 통틀어 7번 경신
된 게 고작이었는데, 올해에는 불과 13
일 만에 6번이나 종전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17분쯤에는 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14일 전력거래소에서 전력분야 기관장을 소집한 가운데 비상수급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중앙급전소에 들러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오일환 전력거래소 이사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김쌍수 한전 사장, 김종신 한수원 사장)

간적으로 6951만5000kW까지 급등,
7000만kW 선에 턱밑까지 차올랐다.
한전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
더라면, 7000만kW 돌파는 시간문제였
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나 잠깐
시행했던‘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사
상 처음 겨울에 실시한 것이다.
예방정비에 들어가야 마땅할 발전

기도 풀가동했다. 여러 발전소에서 출
력을 평소보다 높여 운전했다. 13일 공
급예비율은 6.9%. 최대전력수요가 또
경신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인 12
일 예비율(6.1%) 보다 0.8%p 오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14일 이른 아침, 한전과 전력거래소
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몰드변압기 역사 새로 썼다’
ABB코리아, 아시아 최대용량 변압기 생산
27/33MVA급…1월말 SPP율촌에너지에 납품
국내 몰드변압기의 역사가 새로이 써진
다.
▶관련기사 9면
ABB코리아(대표 한윤석)는 우리나라
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최대 용량의 몰드
변압기를 생산, 1월말 납품한다고 밝혔다.
ABB코리아가 만든 몰드변압기는
27/33MVA(22.9kV-6.6kV)급으로 역대
최대 용량이다.
이 변압기는 1월말 SPP 중공업의 계열
사인 SPP 율촌에너지에 납품될 예정이다.
SPP 율촌에너지는 선박과 발전, 석유화
학 등 산업설비를 생산하는 플랜트 기업으
로서 27MVA 변압기를 철강공정에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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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리스터(Thyristor)용으로 운전하
게 된다.
ABB코리아 관계자는“철강공정은 부
하변동이 심하고 고조파의 영향이 커 어느
곳보다 높은 신뢰도의 품질을 요구한다”
고 설명했다.
ABB코리아가 몰드변압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BB코리아는 지난 2003년 국내 최대용
량인 17MVA 몰드변압기를 제작하며, 몰
드변압기의 대형화 시대를 연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몰드변압기의 제작 한계
용량은 12MVA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춥다는 기
상예보가 TV 자막에 계속 떴기 때문
이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6℃로 예
상됐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을
거란 소식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최경환 장관이 전력거래소(서울 삼
성동 소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나섰다. 김쌍수 한전 사장을 비롯

정설이었다.
지난해에는 국내 처음으로 OLTC(ON
LOAD TAP CHANGER)를 장착한
10MVA 몰드변압기를 인도에 수출했다.
OLTC는 유입변압기에만 가능하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OLTC 대용량 몰드변압
기 시대를 연 것이다.
ABB코리아 하영진 부사장은“그동안
몰드변압기가 개척하지 못하던 틈새시장
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면서 기존의 고정관
념을 하나씩 깨 나가고 있다”며“유입변압
기에 비해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용량
몰드변압기는 앞으로 철강 등 산업플랜트
의 주 변압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올해 안에 30MVA급 몰드
변압기를 생산, 최대용량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울 계획”이라며“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 사상 첫 연 매출 1억달러 돌파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송세준 기자<21ssj@>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력수급
의 안정화를 위해 대국민 담화
를 발표하고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수칙
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지와
한국전력공사는 대국민 에너지

에너지절약 공동캠페인
에너지절약 7대 실천 수칙

◆불필요한 전등 소등, 쓰지 않는 컴퓨터 전
원끄기

해 6개 발전자회사 사장단, 오일환 전
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오늘(14일)부
터 점심식사 시간을 전력수요가 최대
치로 올라가는 오전 11~12시로 앞당기
고 그동안 업무용 전원을 모두 끄기로
했다”
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지경부‘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보고

정부가 원전 3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차 비상경
제대책회의에서‘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을 보고하고 2012년까
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원자
력 발전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
로 적은 비용에도 큰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다”며“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
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높이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원
자력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수출
산업이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도
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
면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이 신
규 건설돼 시장규모만 1200조원에
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수출시장은 미국
과 프랑스가 70%를 점유하고 있고,
러시아와 캐나다가 각각 10%, 5%
를 차지하고 있다.

황인국 기자<centa19@>

차세대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

neXt Generation
Intelligent Device

신뢰성 높은 플랜트 설비를 위한 보호계전기 X GIPAM
LS산전의 디지털 기술이 전자화배전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밝힌 80기 수출은 세
계 신규 원전 건설의 20%를 해당하
는 수치다.
80기의 총 수주 예상액은 4000억
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3638억달러)보다 많은 규모
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는 156
만명(매년 7만 5000명)에 이를 전망
이다.
또 총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전
운영∙정비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을 신수출산업으로 적
극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 연구∙
개발(R&D)에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원전 인력 육성에도 나
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별 맞춤
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
극 진출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
업체제 강화 등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2면에 계속>
김동우 기자<dwkim@>

>>

제1회 전기사랑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 시상내역
입상

>>

구분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입선

소계

인원

1

2

3

4

5

50

65

자본금 변동 사항
년월일
1997. 5. 22
2000. 8. 16
2010. 4. 30
2013. 9. 10

주식
종류

증자
주식수

증자
금액

증자후
자본금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30,900주
20,000주
50,000주
45,760주
46,000주

200,000,000원
500,000,000원
457,600,000원
460,000,000원

309,000,000원
509,000,000원
1,009,000,000원
1,466,600,000원
1,926,600,000원

비고
설립 시 발행

발행가액15,000원
발행가액15,000원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7월에도 ‘뉴스분석’과 ‘해설’ 코너를 통해 찜통장마에 불볕더위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이에 대한 각계 대응책 등을 취재해 자세하게 실었다.
여름을 무사히 넘긴 후에도 겨울 전력난이 우려됐으나 정부의 예방책 마련으로 큰 일 없이 마무리
됐다. 전기신문은 일련의 전력난이 전력공급 능력을 적절히 늘리지 못한 것과 함께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값 싼 전기료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가격 현실화와 요금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꾸준히 이어가는
새로운 시도들

전기신문은 항상 업계 흐름에 부응하고, 독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기사
를 전하기 위해 꾸준히 지면 개편을 해왔다. 2010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
리드, 전기자동차, LED, 기후변화대책 등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이슈와 동향을
집중 보도하는 ‘그린비즈니스’, 정보통신, 가전, 모바일, 첨단 전자 신기술 등 전기업계 융복합화로
인한 신규시장과 전기 인접 분야를 심층 보도하는 ‘통신/가전’, 업계 이슈를 선도하는 핵심 인사에
대한 심도 깊은 대담기사를 다룬 ‘파워인터뷰’, 등의 코너를 3월 22일자부터 신설했다. 또 4월1일자
부터는 2010년으로 10년째를 맞는 전력기반조성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취재, 보도하는 전력기반조성사업 기획 연재 기사를 게재하는 등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기사를 게
재하려 노력했다.
사업 측면에서도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이라는 색다른 기획의 행사를 주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
해 노력하는 전기산업계 현황과 발전된 모습, 자연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진으로 표현된 작품을 선
정, 시상했다.
공모전은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 28일부터~2010년 2월 26
일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요소가 부합된 전기와 관련 있거나 전기·전력 관련 시설물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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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제2803호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남동발전, 경영평가 A등급 획득

全국민 대상
정전대비훈련

‘전국무대’진출 첫 해 고득점 기록‘의미’

21일 28개사업장 10분간 정전

한전₩서부₩남부₩동서발전은 B등급
한수원 상임감사는 최하점‘수모’도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이 2011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
(우수)을 받았다.
▶관련기사 5면
한전은 서부발전(사장 김문덕), 남
부발전(사장 이상호), 동서발전(사장
이길구) 등과 함께 B등급(양호)을 획
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
섭), 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C등급
(보통)에 머물렀다. 전력거래소(이사
장 남호기)는 D등급(미흡)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
과’를 13일 발표했다.
◆기관평가〓 109개 기관 가운데 가
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
공항공사(사장 성시철) 1곳이었다.
KTX와 경쟁에 직면한 가운데 공항별
발전전략을 수립, 사상 최초로 이용객
수 50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항행 안전
장비 해외수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에 많이 노력한 결과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7곳이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수
자원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력·
에너지부문에서는 남동발전이 유일하
게 이름을 올렸다. 남동발전은 특히
정부 경영평가를 받은 첫 해에 A등급
을 획득, 그 의미를 더했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전, 서부·
남부·동서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
공사, 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0곳이었다.
C등급에 그친 기관은 한수원, 중부
발전, 철도공사, 방사성폐기물관리공
단,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7곳으로 집계
됐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
사, 석유공사, 전력거래소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한전 연간단가계약품목 253개 추가 지정
기업들 계획생산 가능, 원가절감 등 기대
한전이 올 초 전방위적인 조달제도
개선을 선언한데 이어 연말까지 253개

련 시설물과 자연이

●
아싸 가자!
com
electimes.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복지시설을 찾아 LED조명을
교체하고 있다

품목을 새롭게 연간단가계약으로 전
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총 253개 품목
을 새롭게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하
기 위해서 현재 개별 품목별로 조달기
간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며 늦어
도 올해 중으로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다.
구매방식이 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
되는 253개 품목 중에는 초고압케이
블, 철탑, 보호배전반 등이 대거 포함
돼 있어 업계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주요 품목의 올해 구매규모는
초고압케이블 2800억원, 철탑 465억
원, 보호배전반 300억원에 달할 것으

전기, 통신업양도·양수
융화된
소재,
www.co114.co.kr
분할, 합병, 법인 전환

TEL 02-581-8111
FAX 02-581-0799

◆감사 평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기관의 상임감사에겐 관련사건 등
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
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 은폐, 납품비리
사건이 일어난 한수원의 상임감사에
최하점인 E등급이 매겨졌다.
남부발전, 남동발전, 광물자원공사,

로 보인다.
한전은 연간단가계약이 늘어나면
제품의 적기 조달이 가능하고 입찰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줄어드는 등 구매
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또 기업들도 계획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점이 생길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연간단가계약
확대에 대해 과당경쟁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
다.
한편 한전은 연간단가계약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조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해외 벤더를 발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올해 조달사업부문에서 2조
138억원을 절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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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약캠페인으로 이어져

토지주택공사의 감사에도 D등급이
내려졌다.
C등급을 받은 감사는 중부·서부·
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 등 22명으
로 나타났다.
한전,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감사 19명은 비교적 양호한 B등급
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감사도 있었다. 가스
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인천공항
공사 등 9명이 그 주인공이었다.
◆후속조치〓 이번 평가결과를 기초
로 해당 기관장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
된다. 성과급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를 절반씩 합산해 결정된다.
직원들도 월 기본급의 0~300% 범
위에서 성과급이 차등 적용된다. 하지
만 D등급 이하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 대통령
에 보고키로 했다.‘미흡’판정을 받
은 기관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우
수사례는 확산·전파하기로 했다.
황인국 기자<centa19@>

“아~싸, 가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첫 행사로 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LED조명을 교체하고 있다.

‘스마트 LED시스템 조명’기술 개발 내달 시작
지경부, 컨소시엄 단위사업자 모집…8대 핵심기술₩플랫폼 개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LED시스템 조명’기술개
발 사업이 7월 중 본격적으로 시작
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현재
컨소시엄 단위의 사업자를 모집하
고 있으며, 7월 중에는 기술개발사
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당
초 기대보다 훨씬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스마트 LED시스템 조명’기술
개발사업은 통신·제어·컨텐츠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
능을 구현할 8대 핵심 부품기술(유

무선 스위치, 일체형 지능형 센서모
듈, 스마트 드라이버, IR·가시광통
신모듈, LED광대역송수신소자, 초
소형방열기판, 집적화패키지보드
및 표준 픽스쳐)을 개발하고, 표준
화된 LED시스템 조명 플랫폼과 응
용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가시광 통신기술을 활용, 사용자
의 빛 환경과 행동패턴·정보를 고
려해 스스로 감성·시스템조명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밝기조
절(디밍), 조명제어와는 차원이 다
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LED제품의

50% 이상이 시스템조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형성이 본격
화될 2015년 안에 기술개발을 완료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55억원 씩 3년 간 총 1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이 사업은 현재
를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앞으로
2~4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
는 것”이라며“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획기적인 기술이 탄생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절전대비 대국민 위기대응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아
~싸, 가자!”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첫
행사로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청운종
합복지원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절
전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대기전
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LED조명 교
체, 플러그 이름표 붙이기 등“아~싸,
가자”절전실천 요령을 몸소 체험했다.
홍 장관은 15일에는 국가 에너지의
50%를 소비하는 400개 대기업과 경제
단체가 모인‘국민발전소 건설’동참
선포식에 참여해 산업 현장의 절전역
량을 집결해 하계 전력위기 극복에 앞
장설 것을 주문했다.
지경부는 오는 21일에는 광역 정전
에 대비한‘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
을 2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지경부와 한전을 비롯 전력유관단
체가 전사적으로 준비하는 이번 훈련
은 정부가 전력부족 상황을 가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전대비 훈련
이다. 대상지역은 전국 읍이상 도시지
역이며 폭염으로 인해 예비력이 400만
kW에서 100만kW까지 떨어진다는 단
계별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21일 오후 2시 훈련 경보가 발령되
면 전국의 가정, 상가, 산업체 등 28개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실제 10분간 단
전 훈련을 실시한다.
유희덕 기자<yuhd@>

발전소(원자력·화력·수력·태양광·풍력조력 등) 주변 소재, 기타

전기·전력 관련된 소재의 작품을 받았다.
신규, 공제출자, 기업 진단

70명이 평가대상이었다.
S등급(탁월)은 한명도 없었다.
A등급은 남동발전, 동서발전, 수자
원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11
명이 받았다.
B등급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전기
안전공사 등 22명이 획득했다.
C등급은 한수원, 광물자원공사 등
29명에게 부여됐다.
승강기안전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
원 등 6명의 CEO는 D등급이란 수모
를 당했다. 이들에겐 경고조치가 내려
졌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축산물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원 등 2명의 CEO는
최하점수인 E등급(아주 미흡)의 불명
예를 안았다. 이들 2명은 해임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총 573명이 1,300여점의 작품을 응모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전문가와
윤정일 기자<yunji@>

진시현 기자<jinsh@>

전력설비 운영기관 등 각 분야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 1월 1차 심사위원회와 3월 최종심사
위원회를 열고, 총 65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고상인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에는 유채밭을 배경으로 전주가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아
름답게 담아낸 한전 경남본부 소속 권영주 씨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4월 27일 전기공사협회 7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상작은 4월 29일 자 신문에 10·11면, 두 면에 걸쳐 게재됐다.
2월 18일에는 정부시책으로 LED조명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수요자들을 위한 LED조

명 사업추진 및 사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문사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4월 45,760주(보통주)의 주식을 증자해 기존 10억여 원이었던 자본금을 14억 6,660만원으로 늘렸으

며, 11월 18일 제82회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월 5천원, 년 4만5천원(회원사 3만원)이었던 월간 전기
설비 구독료를 2011년 1월부터 월 6천원, 년 6만원(회원사 4만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2월에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간단하게 치뤘던 송년 행사의 범위를 넓혀 전기계인사를 초청한 ‘송년

의 밤’ 행사를 가졌다.
2일 열린 이 행사에는 이경춘 사장을 비롯해 안승원 서울과학기술대 주택대학원 부원장과 장현기

베스텍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13일에는 연말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로구 소재 오류고등학교에 장학
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8월말 ‘전기사랑골프대회’ 에서 모금한 성금과 임직원들이 정
성껏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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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산업 상생협력간담회 2010. 3. 18

전기업계를 향한
날카로운 기사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지만 독
자들의 의중을 읽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임무 중 하나이다.
전기신문은 이에 충실하고자 그동안 설문 조사와 각계각층 인터뷰를 통해 전기업계 곳곳의 불합리
한 점이나 문제점을 듣고 이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여기에 더해 2010년에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현
실감 있는 접근을 위해 블라인드인터뷰를 진행했다.
연초 고효율이나 NEP, 우수조달과 같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혜택이 주어지는 인증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업계의 의견을 듣
는 데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자신의 정보가 게재되지 않자 한결 대답이 편해진 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
고, 이를 기사로 게재, 독자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답변자들이 현행 인증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객
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꼽았다. 또 개별 인증획득에 따른 중복시험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하며, 인증을 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월 전기공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국 20개 시·도회장들을 대상으로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기획-KECA 100년 미래를 위한 제언’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
볼만하다.
전국 각지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 것이다.
전국 시·도회장들은 물량 확대와 입찰제도 개선, 성장동력 창출이 업계의 최대 현안이고, 각 시·
도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회원사의 참여미비’인데, 전기공사협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이 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할 때 전기공사업계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와 함께 시·도회장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중앙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무분별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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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전력산업구조개편
기획기사
2010. 4. 5

공사업체 난립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기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7월 8일 자
에 게재된 전력기자재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다.
‘전력기자재 치킨게임 치닫나’, ‘게임의 룰이 무너진다’란 제호로 시작된 기사는 저가 출혈수주와 비
양심적인 저급 제품 생산, 경쟁업체에 대한 험담과 인력 빼가기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전력기자
재 시장을 들여다보고, 실태와 원인, 극복방안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했다. 이렇듯 전기신문은 업계
의 현황과 문제점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본연
의 역할에도 충실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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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Win-win Growth

협약을 통해 불황을 넘어 세계로

同
伴
成
長

A17
창간특집

동행(同궋)의 벗이 되어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두세 번만 말해 보십시오. 정확하
게 발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겁니다. 말만 하는데도
이처럼 쉽지 않은데 실제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
겠습니까.”
어느 중소기업 CEO의 말처럼‘경쟁’과‘협력’이라는 서로 상반된 상황을
함께 겪어나가야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갑’과‘을’의 관계일 경우에는 오
히려 동반성장을 향해 가는 목표점이 분명
할 수 있겠으나 소통과 협력이 배제된 치열
전기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 시장경쟁 굴레에서는 동반자적 입장을
현대중공업그룹은 7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은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 동울산지점 내에‘현대중공업그룹 협력회사 동반성장센터’를 마련해 운영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기술교육을
서‘동반성장’은 사회·경제부문의 최대
통해 협력중소업체가 세계적인 부품업체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화두가 됐다.
아끼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되
LS그룹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LS전선과 LS산전은 올 초 그룹차원에서
돌아보고 납품 가격이나 발주 관행에서
선포한‘LS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금융·기술개발·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게 하는 단초를 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공했다.
두산중공업은 200개 협력회사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들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의 진정한 동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서
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고 있다.
최우선 과제라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
전기계 최대 수요처인 한전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도 동반성장에 적극 나
기게 했다.
서고 있다. 한전과 발전그룹사 등은 기술개발과 동반 해외진출을 주요 전략으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로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 동반성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
LH도‘동반성장추진단’을 구성해 4대 분야, 3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
로 살린 현실적인 방안 찾기에 분주
는 등 동반성장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민·관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으로써 1·2·3
차 협력업체까지 동반성장의 고리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
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시
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익 신장까지 이어지길 희망
진시현 기자<jinsh@>
하고 있다.

#

반려자(伴侶者)의 마음으로
성패(成敗)를 함께 하며 쌓아온 우정이

#

장구(長久)한 세월을 견뎌낸 돌탑처럼 굳건하길

● 2011년 창간특집(동반성장)

백혈병 어린이
희망나무심기

라파엘의 집 후원

환아 치료비 후원

청소년
에너지 체험학습

영화 연극 및
문화예술 지원
사랑의 울타리
지역아동센터 후원

협력 통해
업계 지원에 나서
2011년은 국내외로 사건사고가 많은 해이다. 그것도 특히 전기업계와 연

관된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아 전기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방식도 위치도 역할도 모두 다르지만
아이들의 꿈을 밝게 밝혀주고 싶은 마음만은 같은 사람들,
한국남동발전은 아이들의 꿈과 함께 크겠습니다.

Inside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로 1~3호기의 전
A18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A25 홍성규/장세창/유병언/조광식/김정환

A19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

A26 현장르포-서부발전/에관공

A21 LS그룹/효성

A27 LH/한국철도공사

A22 한전/한수원

A28 대우건설/롯데건설

A23 남부발전/동서발전

A29 삼성전자/LG유플러스

A24 인터뷰-이재광/박정근

A30 오스람/필립스/GE

내일의 빛 - 한국남동발전

원이 멈추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 갔으며, 국내에
안수환/이정철

A31 파워엔텍/타임네트웍스/비엔에프/에디테크

서는 초유의 단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됐다.
하지만 어수선한 업계 상황과 다르게 전기신문은 국내외 기업·기관과 협약을 맺으며 불황에 힘들
어하는 전기업계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그 첫 번째로 3월 1일 「미국 전기 저널」과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의 전기 에너지 업계 및 신기술
정보들을 자유롭게 받고 게재한 것이고, 이후 7월 14일에는 「몽고 E&EN 저널19」·몽한 에너지협회20
등 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 에너지 분야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약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의 전기·에너지 분야 최신 정보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물
론 전기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몽골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연임된 이경춘 사장은 “몽골과 한국의 역사적인 우호관계를 에너

지 분야까지 확대시킨 몽한에너지협회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분야 교역과 기술교류가 더욱 확대되
기를 기대한다.” 면서 “양국은 든든한 파트너를 갖게 됐으며, 앞으로 전기, 에너지 분야의 기술교류
및 인적교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기신문을 방문한 몽한에너지협
회 어스건바타르 부회장(재생에너지원 원장)은 “한국은 에너지 분야 기술력이 매우 발달해 있는 만큼
19

E&EN저널은 1996년에 창간한 전기, 에너지 대표 월간지로 몽골의 전력,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장 동향과 신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다. 이 잡지는 몽골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 협·단체, 대학교 등 60여개 기관에 폭넓게 배포되
는 권위지로 평가받고 있다.

20

몽한 에너지 협회는 몽골과 한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비정부 기관으로 몽골과 한국 기업
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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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E&EN 저널’과
MOU 체결
2011. 7. 14

●● 몽한 에너지협회와
MOU 체결

이번 MOU를 계기로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국기업들이 전해주기 기대한다.”며 “양국의 투자확대와
협력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과의 협약도 이어졌다.
7월 29일 전기신문은 대구 EXCO와 ‘국제 L&D코리아 2011’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마케팅과 유력 바이어 유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L&D코리아 2011(International LED & Display KOREA 2011)’ 행사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한국LED보급협회 공동 주최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데, 전
기신문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유력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추진과 대
내외 홍보마케팅을 책임졌다.
6개국 101개사 205부스 규모로 열린 이 행사는 대구 엑스코 신관 1층 전시장과 회의실에서 진행됐

으며, 특히 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를 위해 한국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려는 일본 바이어가 대거 참여
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던 국내 업체의 기대를 모았다.
8월에는 미국과 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와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전력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

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확 전기신문 부사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8월 10일 캄보디아 전력청을 방문, 청장을 면담하고
양국 전력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캄보디아전력청 케오 로타낙 청장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력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전기신문과의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전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확 부사장은 “전기신문은 앞으로도 양국 전력분야의 우호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
이라며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전력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
했다.
10월 25일에는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중국 전력보의 리민(李民) 주임이 본지를 방문, 이경춘

본지 사장과 양국의 전기산업 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언론사간 공동발전을 유도하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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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EXCO와
국제 L&D Korea
공동주관 협약 체결
2011. 7. 29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듯 국제적 협약을 이어간 전기신문은 지면에도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에 이어 3월부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시즌2’라는 제목으로 지역별·국가별(중동·아시아·아프리카·기타 지역 등) 진출
전략, 분야별(플랜트·철도·초고층빌딩·엔지니어링·도시개발 등) 진출 전략을 총 9회에 걸쳐 연재 기
사로 게재하기도 했다.

사건·사고에
대처하는
  전기신문의 모습
2011년을 강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내 원전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

쳤다. 그동안 안전하다고만 믿었던 원전이 자연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와 전기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해 나
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기신문도 이에 8월 23일과 10월 18일, 두 번에 걸쳐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원전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업계와 함께 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반대론자들이 원자력을 기초로 한 전력공급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의 에너지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
라에서 원전을 이용한 전력공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특히 원전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수출산
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8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 “2050

년까지 전기수요 3배 성장, 원자력발전이 대안”(장순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국민들
의 원자력 불안감 해소가 원전안전성 향상에 토대”(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라는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던 반면 “예측 못한 재난에도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해야”(박군철 서울대
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원전 운영프로세스 선진화 등 운전역량 강화해야”(이태호 한국수력원자력 전
무), “역무통합 기반으로 차세대 수출사업화 이뤄야”(박정용 두산중공업 전무), “국민수용성 높이는 정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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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최된 원전산업 대토론회

내역

개최일자

1차

· 일시 : 2011. 8. 23 (화)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 김진표, 노영민)
· 주제 : 원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2차

· 일시 : 2011. 10. 18 (화)
·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 주최 : 국회 이종혁 의원실
· 주제 :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전산업계의 역할
● 제1차 원전산업 대토론회 2011. 8. 23

책 마련해야”(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 등도 다수여서, 토론은 진지하게 이어졌다.
이어 10월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카이스트 장순흥 교수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국내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전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의 ‘우
리나라 원전산업의 현안은 무엇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 등에 대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서울대 박군철 교수의 사회로 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본부장, 한양대 김용
균 교수, 한수원 이태호 전무, 현대건설 송진섭 전무, 두산중공업 박정용 전무 등 각계전문가들이
참여 국내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9월 15일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총체적 문제가 한꺼번
에 터졌다는 이 사태에 대해 이미 전기신문은 예전부터 경고를 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한 전기값 현실화는 차치하고라도 2011년만 해도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7월 11일 ‘전기먹는 하마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값싸고 편리해서 전기를 무한 리

필처럼 펑펑 쓰는 사태를 비판했으며,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국회의원실과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가 전기요금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를 상세
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나친 저가정책이 전기과소비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요금을
현실화하되 빈곤층 부담이 늘지 않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 등을 자세히 실은 것이다.
하지만 어김없이 9월 15일의 사건은 터졌고, 이에 따라 전기신문은 사건의 자세한 보도와 함께 문
제점을 심층 진단해 나갔다.
사고는 전력공급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전력거래소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정전을 단행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당초 계획 대비 320만kW 치
솟은데 반해, 전체 공급능력의 11%인 발전기 25기(834만kW)가 정비작업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1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현안보고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9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254개 환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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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 기사
2011. 9. 11

2

기획특집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제2729호

<긴급토론회>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수요 낮추는 게 관건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
25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
코 교육회관에서‘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
과 대책’
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9월 15일 정전 상황 일지’발표
를 통해 당일 상황을 정리하고,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대표와 후지무라 야스유키 일본 니
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교수가 좌장
을 맡아 권오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
과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
터장,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정전사태 원인 분석과 전력수급시스템 개
선방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우리나라의 정전률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때문에 그동안 전력수
급이나 정전시 비상대책 등이 별로 문제가 되
지 않았다. 하지만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는
우리나라 전력수급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이 중요하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줬다.
이번 정전사태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점은
전력수요 급증의 징후가 오전 8시부터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부리나케 대응했다는 점이다. 비상시
에 주로 가동되는 양수발전소 7곳이 8시경에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오전 10시 50분 예비력
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선제
적 대응은 전혀 없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
언해 본다면 우선 기후변화시대‘온실가스 감
축’과‘적응’에 맞춘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돼
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늦더위로 인한 전
력수요급증이외에도 폭우와 풍수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송전시설과 발전시설의 피해가
전력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지식경제부와 전력
거래소는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력수급정책 전체를 투명하
게 공개하고, 일본처럼 매 시각 언론과 공공
장소 게시판을 통해 전력수급 상황을 중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
율절전과 직접제어부하의 양을 늘리고, 무작
정 발전소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동시간이 짧

패널토론

재발방지, 수요조절과 에너지 절약이 해답
CPP₩RTP등 수요관리형 요금 개발도 중요

이헌석 대표

후지무라 교수

이헌석‘온실가스 감축’
‘적응’맞춘 전력수급계획 필요
후지무라

전기사용 권장하기 보다 줄이는 정책 요구

은 양수발전, 가스발전, 복합화력 등을 적절
히 믹스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일본 사회의 시스템과
생활방식의 전환 (후지무라 야스유키 니혼대학
교수)
이번 정전 사태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
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프랑스, 중국, 한
국 등 3개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수
하고 있는데, 일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
전까지 일본에서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올전력화’정책과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에 따라 최근 1년간 신축한 주택 중 80%가 올
전력화 주택이었다. 모든 주택들이 에너지를
100% 전기로 사용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68기
가 생산하는 양만큼 전기 공급이 늘어야 한
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
꾸려면 원자력발전소 207기가 생산하는 만큼
의 전기가 필요하다.
물론 전기는 소중한 에너지이지만, 전기 사
용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
다. 왜냐하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자
력발전소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대신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일본 국토
의 27%에 태양전지판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력사용량을 지금보다
30%는 줄여야 한다.
정형석 기자<azar76@>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 이번 정전대란의 단기원인으로 일
일 전력수요 예측상의 오차발생과 예비
력 개념의 혼선, 전반적 설비부족으로 인
한 정비 시간의 집중화 현상을 꼽았다.
정 선임연구위원은“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만 전력수요가 10.1%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전력수요 급증으로 올해
겨울과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전기요
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수요를 낮추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이제는 국민들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
어나고, 이로 인해 가스 등 더 비싼 에너
지원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원가상승 압
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전
기를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지
불하는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장은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에너지 소비 중 전력의
비중이 1980년 20%에서 2010년 40%까
지 확대됐고, 2020년이면 50%까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수요의 패턴
과 수급자원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자체도 인상될 필요가 있지만,
수요관리형 요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CPP(Critical Peak
Price)형 요금제도의 경우 평상시에는 전
기요금을 낮게 책정하지만, 피크 때는 높
임으로써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요금을 달리
하는 RTP(Real Time Price)형 요금제

도도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또“상시적으로 공급관리
를 하는 것처럼 상시수요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DR(Demand Response)형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들과의 약정을
통해 비상시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다면 비상발전기 설치보다도 좋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는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력당
국이라 할 수 있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
래소, 한전, 6개 발전사가 모두 책임의식
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발전노조와 전력노조가 발
표한 성명서를 인용해“지경부 장관과
발전사장들은 수차례 제기된 전력대란
위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비상사태에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특히 정전
사태의 근본원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인 만큼 전력산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후
쿠시마 원전사태와 각종 자연재해, 이번
정전사태까지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와 에너지관련 문제”라
며“다만 이번 정전사태는 기후변화 문제
라기 보다는 공급위주의 전력정책과 부

실한 전력수급관리체계, 도덕적 해이와
책임 떠넘기기, 국가위기관리능력의 부
재 등이 더 큰 요인”
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지난 18일 지식경제부가
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책
을 내놨는데 이런 대책이 왜 지금에서야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특히 이번
개선 대책에 포함된 공급위주의 수급정
책에서 수요조절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은 환경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요
구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 왔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장은“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그 대표적인 대책
이 수요조절과 에너지절약”이라고 강조
했다.
권 과장은“최근 에너지소비 트렌드를
보면 가정용과 상업용이 가장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며“산업부문은 2.4% 증가
했지만, 가정용은 3.3%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또“전기요금의 현실화 필
요성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전기 요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
지 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이 증
가하는데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에너지시민연대 주관으로 22일 열린 정전사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품목
친환경 전기자재

도로조명, 안전은 높아지고
전기료는 낮아집니다.
60%

의 전기료를 절감해드리는 삼립전기의 신개념 도로조명 - HID 디밍시스템. 안정
기와 고효율 세라믹 메탈램프, 신개념 등기구로 구성되어 획기적으로 전기사용

량을 줄여드립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100%,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에는 50%까지 절감
운전하므로 전기료는 줄어들고 디밍운전시에도 균제도를 유지하므로 격등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
및 치안상의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뿐만아니라 안정기 하나만 교체시도 무려 25%
가량의 전기가 절감되어, 저렴한 방법으로도 절전이 가능한 검증된 전기에너지 절감 솔루션입니다.

모듈형 디밍 안정기 교체만으로 20~30%절감

고효율 세라믹메탈램프로 10~40%절감

•안정기 교체만으로 디밍 : 20~30% 에너지/CO2 절감 (균제도 유지)
•모듈형 구조 :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친환경(자원재활용)
•기구내장형 / 폴내장형 등 다양한 형태 제공
•중앙제어시스템 연계형 디밍안정기 출시

•고효율 세라믹메탈램프 사용으로 전력/CO2 13~40% 절감
•편안한 백색광
•높은 연색성으로 시인지성 향상
•수명 연장으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기존 메탈할라이드램프 대비 80%, 1~2년 연장)

[모듈형 디밍 안정기의 구조]

신개념 등기구로 30~40%절감
•등기구 교체로 30~40% 전력 절감 가능
•신개념 고효율 컷오프형 등기구
•균제도 유지, 빛공해 차단
•우수한 배광으로 등간 거리를 벌일 수 있어서 등주의 개수 줄임
•등주의 높이를 낮출 수 있어서 비용 절감
•공공디자인 컨셉에 부응하는 모던한 디자인

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토
www.samlipelec.co.kr 본사·공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82-1 Tel. 031)281-8021 Fax. 031)281-3083 / 연구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380 Tel. 031)378-5818 Fax. 031)378-5239

론회를 자세하게 게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 ‘9월 15일 정전 상황 일지’ 발표를 통해 당
일 상황을 정리하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와 후지무라 야스유키 일본 니혼대학 교수가 주
제발표를 했다. 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오정 지식경제
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
업연구센터장,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열띤 토론
을 벌였다.
이후 26일 발표된 정부의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전력수요 예측프로그램 대폭 손질, 정전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한 긴급매뉴얼을 마련해 현행 4단계로 구분한 위기경보시스템과 별개로 운용, 전기요
금체계는 원가주의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개편된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한편 10월에는 ‘정전사태,
비상발전기도 멈췄다’라는 제목 아래 정전사태를 계기로 터진 비상발전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
안을 5회에 걸쳐 긴급 진단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9·15 순환정전이 남긴 숙제와 과학기술 해법’ 세미나와 전력거래소
가 주최한 세계 대전력계통운영자협회(VLPGO, 10월 30일) 제8차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
는 12개국 13개 해외기관 CEO에게 서면인터뷰를 의뢰해 각국의 전력예비율 수준, 정전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들을 국내 독자들에게 전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19일 전력대란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에너지절약 이제 말보다는 실천할
때’라는 제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비록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견지해 나갔다.
3월 24일, 2010년 산업용차단기에 적용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주택용까지 확대될 예정인 ‘IEC국

제표준 (IEC61009)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2012년 주택용 차단기 IEC도입,
유예 가능한가’라는 좌담회 개최, 기술표준원 담당자를 참석시켜 직접 애로점을 듣도록 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오광해 기표원 PM은 “현재는 고시된 바와 같이 2012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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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전력대란과 관련,
다양한 기사를 게재했다
2011. 12. 19.

전력대란 비상

제2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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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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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에너지사용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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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돼
에너지사용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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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에너지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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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모터₩변압기 효율 조금만 높여도 원전 1기 해당 전력 줄여
발전소 추가 건설 보단 E 효율 높이는 데 정책 초점 둬야

1⃞ 에너지절약
이제 말보다는 실천할 때
2⃞ 늘어나는 정전사태,
우리만의 문제인가

3⃞ 이번 겨울 정전 이렇게 예방하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겨울철 전력피크= 보통‘최대
전력’은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나 들어볼 수 있
는 용어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최대전력수요가
오히려 겨울철에 경신되고 있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전기난방기기 보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전기
요금이 석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렴하게 유지되다보니 소비자들이 난방기기를
전기난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난방용 전력수요는 지난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겨울철 전체 전력수요 중 난방용 전력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8%에서 지난해는
25%를 넘어섰다.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전기공급= 전력대란의 가장
큰 이유는 수요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일각에서는 전기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
지만, 건설비용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면 발전소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곤욕스러
울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7906만kW의 공급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2013년
까지는 대규모 발전소 준공계획이 없어 전력부족사태
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수요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7853만k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2월 둘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예비
전력은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1월 2~3주간 예비력은 100만kW이하가 될 우려가 크
다. 예비전력이 최하 53만kW까지 하락하는 비상상황
이 발생할 경우 수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다. 지게 된다.
정부는 공급능력을 극대화를 위해 예천양수(40만
kW)와 여수화력(34만kW), 청평수력(6만kW) 등 발
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예방정비 일정을 조정 등을
통해 290만kW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요관리가 관건’= 전기공급을 당장 늘리기 힘
들다면 관건은 수요를 줄이는 것뿐이다. 김진우 에
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50만kW 화력발전소 1기
건설하는데 약 7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100만
kW공급을 늘리는데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비용을 수요관리에 투자하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도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락 전기연구원 선임시험본부
장도“산업체에서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모터와
변압기의 효율을 조금만 높여도 원전 1기에 해당하
는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이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겨울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비력 400
만kW를 기준으로 1단계(유지조치)와 2단계(비상시
조치)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절전규제 차원
에서 1000kW 이상 1만 4000개에 달하는 대규모 사용
자들의 경우 피크시간 동안 전년 동기 10% 감축을 의
무화하고,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1월
2~3주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대상자를 지정해 20%
이상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전기품질의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소
비자의 사용전압을 시스템에 의해 낮춤으로써 전력수
요를 줄이고, 미리 계약한 200여개 사용자의 일부 부
하를 시스템에 의해 직접 차단하는 한편, 긴급감축이
가능한 철강과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는 50% 이상 감
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위기시 비상경보를 발령해 전
국민적 긴급 수요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전기요금 폭탄’전열기 사용을 줄여라= 전력수
요를 줄이는 데는 국민들의 동참도 필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전기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
이다. 특히 전기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겨울 가정에서 일부 홈쇼핑의 과장광고만
믿고 전열기를 구입해 사용했다가 한 달에 3~4만원
이던 전기요금이 10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피해신고

<동절기 최대피크전력 전기난방부하 기여율>

정형석 기자<azar76@>

<올 겨울 전력수급 전망 >
(단위:만kW)
8,200

EHP 6%
전기난방
부하
25%

전기난방부하외
국가 총전력
75%

8,000

전기온풍기 6%
전기스토브 4%
기타 7%

국가총전력

EHP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공급능력

7,800
전기라지에타
전기장판판넬
2%

7,600

전기라지에타₩장판₩판넬

기타

최대수요

7,400
7,200
7,000

(1,857만kW, 총 피크전력부하대비 25%)

기타 29%

256

전기라지에타 2%

전기스토브
15%

424

306

256

53

53

2주

3주

6,600
6,400

12월2주

3주

4주

전기온풍기
23%

5주

1월1주

206

196

274

4주

2월1주

2주

예비력

3주

4주

<연도별 동절기 전기난방부하 증가현황>

EHP 23%

구분
전기장판 2%

680

533
447

6,800

<전기난방부하 품목별 기여율>

전기판넬 5%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전면 시행 = 15일 발동한

접수가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열기 등에‘소비자피해주
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일부 홈쇼핑의‘한 달
에 전기요금 1만원’이라는 광고는 누진제를 적용하
지 않거나 오직 전열기만을 사용했을 때의 요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
록 사용요금이 증가하는 누진제가 적용돼 월 사용
량이 500kWh를 초과한 6단계 요금구간의 단가는
100kWh 이하인 1단계보다 약 12배를 더 내게 되는
구조다.
때문에 전열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기재돼 있
는‘소비전력’또는‘정격소비전력’을 꼼꼼히 살펴
야 한다.

로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지만, 올해는 적
용대상을 계약전력 100kW이상 1000kW미만으로 함
으로써 4만7000개로 확대된다. 또 전국 1만9000개 공
공기관에 대해서는 18℃이하로 난방온도가 제한되고,
피크시간 중에는 난방가동이 일시 중지되며, 개인 전
열기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난방온도(20℃이하) 제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피크시간대에는 권역별
로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쉬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계약용량 1000kW 이상의 대규
모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전기사용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약 7000개 업체가 대상이며, 하루 종일 제
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0
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간대에 전년
동기 대비 10% 감축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를 이용
하는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은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난방온도 계약용량 100kW 이상의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사용자에 대해서는 20℃이하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441개를 대상으

전기난방부하
최대전력수요중
전기난방 비중(%)

‘04∼’
05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903

1,013

1,097

1,341

1,415

1,675

1,857

18.1

18.6

19.8

22.0

22.6

24.4

25.4

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의 요구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한해
한해 독자
독자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보내주신 관심과
관심과 성원에
성원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7월 교체되던
한편 점차 다양해지는 독자들의 요구에다가오는
대해壬굪年
매년새해에도
‘등촌칼럼’
필진 녹색바람과
외에도 ‘월요객석’
다가오는 壬굪年
새해에도 독자와
독자와 가장
가장 가까운
가까운 곳에서
곳에서 전기계의
전기계의 녹색바람과
소중함을
소중함을 널리
널리 알려
알려 전기문화창달에
전기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기여하도록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도 새롭게 구성,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월요일 ‘월요객석’ 필진으로는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 이임택 풍력산업협회장, 황일순 서울대 교
수, 정종암 시인·문학평론가, 황수철 승강기대학 교수, 장세창 전기진흥회장 등 6인이, 목요일 등
2012 壬굪年, 전기신문은 내일의 희망을 향합니다.

촌칼럼 필진으로는 하윤석 ABB코리아 사장, 박정근 한전 자재처장, 정태용 국민대 교수, 김윤영
사

장

이 경 춘

(주) 세 중 전 설 대표이사
필립스전자 부사장, 반극동 코레일 처장,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6인이 맡아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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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신년호
자신만만 특집

신년특집
2012년 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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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제 목소리를 내는 언론으로

희망찬‘흑룡의해’
일어나라‘전기계’

www.eti21.com

‘자신감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신념이다.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졌
다는 것을 알고,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을 느끼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셜턴‘맹점 파괴의 기술(Blind Spots) 중에서

#

기업 임원교육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진 클라우디아 셜턴은 자신감을 가
진 사람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는다고 말한
다.
특히 자신감은 기술과 경험을 얻을수록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자신감’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들은‘할 수 있
다’고 자신한다.
클라우디아 셜턴이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으며, 목표를 성취하기위한 의지도 높다.
‘자신만만(自信滿滿)’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자신감의 밑바탕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타 회사와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글로벌 시장
을 향한 도전정신’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기업은 자재, 인력, 자금 등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안다. 필요하다면 쓸데없는 군살빼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디에서라도 내세울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다.
다른 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력이 있기에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안다.
이들은 보다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도 갖췄다.
기업의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또 자신
감이 있기에 그 길을 가는 데 망설임이 없다.

#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시장개척에 나선다.
과실을 얻는 시기가 지금 보기엔‘미래’지만, 머지않아‘오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힘겨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전기계도 꽤나 긴 시간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불경기 탓’
만 하면서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기계 기업에게도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다.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흑룡의 해’
를 만들어보자.

ETUS Series
Ever Trouble free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ALL I.G.B.T. UPS

#

안광훈 기자<ankh@>

전력변환기기(UPS)

중전기기

•ETUS Series •3000 Series
지하철용 변전설비

•Switch Gear(AC/DC)
•Mold Transformer •Rectifier

Inside
C02 한윤석 ABB코리아 사장

탐사 기획 등

발전소용 전원설비
C10~12 신기술&신제품

C03 2012 글로벌 키워드

제룡전기/넥상스 인 코리아/JK알에스티/

C04 전기계 쌍두마차(광명그룹/비츠로그룹)

재신정보/광성전기/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C05 강소 흑자기업(비엠티/이화전기/계양전기)

아트하우스/창성에이스산업/옴니엘피에스/

C06~07 경영효율

플루크/위너스/해성산전

LS산전/케이디파워/오스람코리아/
대오정공/ 에이엔티일렉트릭
C08 1등급 지능형 건축물에 가다

C13~15 글로벌
일성/산일전기/ JS전선/현대엘리베이터/후성/
일진에너지/서울전선/다쎈/에스피지

•Regulating Transformer
•Inverter •Battery Charger

주요
품목

•Battery Charger
•Rectifier
•Mold Transformer
•통신용 직류전원 공급장치
방산장비

•주파수변환기
•변환기세트

•전원공급기
•무정전전원공급기

본사(서울사무소)

공장(영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11 석호빌딩 7층
TEL 02)3440-0200 FAX 02)3440-020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2
TEL 031)760-1114 FAX 031)760-1177

색다른 시도

창간된 지 48년이 되는 2012년, 전기신문은 이제 단순 취재를 넘어선 자
기 색깔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1월 9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입찰정보 면과 라이프 면을 신설해 입찰 관련 자료는 물론 의학,

금융, 세무 등 생활 속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기고를 받아 게재하는 것을 시
작으로, 5월 17일 창간 48주년 특집 56면을 발행하면서 다양한 시도로 취재의 범위를 넓혀 나간 것
이다.
특집호에는 탐사기획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그동안 전력산업계에서 잊혀졌거나 가려진 진실, 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도했다.
3개월에 걸쳐 준비한 이 기획은 제1탄 ‘꿈의 통신, 그저 꿈으로 남다’, 제2탄 ‘불량제품 단속 안하나,

못하나’, 제3탄 ‘민자도시 철도의 불편한 진실’, 제4탄 ‘가로림 조력 끝내 돌아올 수 없는 바다 건너
나’ 등 총 4편으로 연재됐으며, 분야별 전문기자들이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숨겨진 뒷
이야기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읽기 편하게 전하는, 색다른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또 근절되지 않는 불법·불량제품에 관해서도 탐사 기획 기사로 다뤘는데,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전자식안정기 업체 10곳과 배선기구업체(이동형콘센트) 8곳의 제품
을 구매해 안전인증(KC) 및 KS 품질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제품에 대한 시험은 사전 정보누출 등으로 인한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공인시험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전기신문은 조사결과가 참혹한 수준으로 나오자 정부의 단속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단속의
지는 여전히 ‘허공 속 메아리’였다고 적었다. 직접 구입한 제품으로 정확한 시험과 분석을 하고, 이
결과로 정부는 물론 불량제품 제조 업체에게도 일침을 가한 것이다.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
서였다.
이렇듯 심층 취재와 탐사 기획 등으로 전기에너지 전문신문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딱딱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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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electimes.com

글싣는 순서

2. 레인메이커의‘쾌속 질주’
3. 반전은 가능한가

“전기 콘센트만 있으면 초고속 인터
넷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
누구나 한번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소식을 접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
다. 바로 전력선통신(PLC)에 관한 얘기
다. 전력선통신이 본격 거론된 것은
1999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12년이
지났다.
2012년 대한민국 땅에서 전력선통
신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중인
가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사소한 호기
심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이기도 한 이
질문은 취재의 출발점이 됐다.
본지는 약 2개월에 걸친 방대한 취
재를 바탕으로 전력선통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이번 보도는 2000년
대 이후 전력산업계의 거대한 파도가
돼 버린 우리나라 전력IT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스케치하는 의미도 담고 있
다.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아직 완전하
지는 않은…….

1999년 산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으로 채택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전
력선통신은 등장과 동시에‘꿈의 통신’으
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럴 만도 했다.‘전기선이 설치된 어
디서든 손쉽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기본
개념은 가히 혁명에 가까웠다. 기술적 이
해가 부족한 일반인들도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얘기였다.
이 때문에 전화선을 활용한 ADSL(비
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당시, 전력선통신은 새로운 통
신혁명의 총아로 떠오르는 데 손색이 없
었다.
2001년 3월. 세계 최초로 전력선통신
인터넷 시범마을이 우리나라에 조성됐

PLC의
PLC의 역사적 순간
#1.“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장관 신국환입니다. 잘 들려요?”
“예,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군 00초등학교 4학년 김00입니다.”

#2. 2004년 12월 16일. 조환익 산자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 1차‘전력IT 추진위원
회’
에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전력IT추진 종합대책’
이 발표됐
다. 이듬해 7월 산자부는 2차 추진위에서 전력선통신 기술개발에 417억원 등 8대 연
구과제에 2700억원을 투입하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국책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3. 2012년 5월 현재. 한전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포함해 전자식 전력
량계(스마트미터)를 설치한 전국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선통신 기술을 이용, 전
기사용량을 원격검침하고 있다.

다. 시범마을 개관에 맞춰‘빅 이벤트’도
열렸다.
산업자원부 장관(현 지식경제부)이 강
원도의 한 초등학생과 전력선통신을 이
용해 화상전화를 시도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과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앞다퉈 보
도했다.
‘꿈의 통신망, 하반기 상용화’,‘전력
선 이용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세계 첫 실
용화’,‘전력선 인터넷, 세계 첫 시연’,
‘꿈의 통신망, 상용화 초읽기’등 헤드라
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언론 역시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보다 더 화려한 출발은
이후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10년
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시절에 대해 들

김황식 총리, 담화 통해 500만kW 예비력 확보
올 여름에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예비전력이 147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10면
정부는 올해 여름이 빨리 찾아오고 예년
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돼 전력수요가 지난
해에 비해 480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려오는 이야기는 사뭇 톤이 다르다.
수소문 끝에 만난 A씨는 초창기 전력
선통신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기업에서
당시 PLC TF팀원으로 일했다.
그는“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전력선통
신의 사업성에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운
을 뗐다.
사내에 PLC관련 TF팀이 갑자기 구성
되자 직원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정부
의‘압력설’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기 때문에‘적당히’보조를 맞추다가‘발
을 뺄 것’이라는 입소문도 무성하게 퍼졌
다.
<2면에 계속>
송세준₩정형석₩이진주 기자

2001년 3월 14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신국환 장관(오른쪽)이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과 전
력선통신을 이용해 화상전화를 하고 있다.

정부, 내달 1일부터 전력수급안정화 대책 시행

해지기 쉬운 신문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문화면에 대한 개편도 이어갔다.

최종웅 LS산전 사장 동탑산업훈장

2001년 3월 14일. 서울 서초동 대호빌딩 내 전력선통신 데모하우스와 강원도 평창
군 대화면을 연결하는 전력선통신(PLC) 화상통화가 세계 처음으로 진행됐다.

‘여름 예비력 147만kW까지 떨어질 수도’

는 반면에 공급은 지난해에 비해 90만kW
밖에 늘어나지 않아 최악의 전력수급 불균
형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8월 첫 주에 집중된
하계휴가 분산, 전력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

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해 500만kW의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또 실내온도 26도 이상 준
수하기, 피크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냉
방기 사용 자제하기,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력수급시계를 설치하고‘절전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상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덕 기자<yuhd@>

Ｃ
Ｉ
Ｇ
Ｒ
Ｅ
한
국
委
법
인
化

(주)서울분전반7월 지면개편과 함
그동안 700회 넘게 연재된 ‘네오 뽀또크로미’(작가 愚熊)가 아쉽게도 마감되면서
소량주문 환영
제작기일 3일
품질 제일주의

께 수필가이자 한국문인협회 회원인 최용현 씨가 집필하는 ‘삼국지 인물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T) 02-2625-4828
F) 02-2625-4829

3면

매주 월요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짚어봤던 ‘버킷 리스트’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의 술에 관한 유래와 즐기는 법을 소개했던 ‘주(酒)기는 이야기’, 목요일마다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
게 했던 ‘추억의 명화’와 전기계 미래 유망직종을 소개했던 ‘유망녹색직업’도 마무리되면서 8월 문화
면은 대폭 개편을 맞았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걷기 좋은 길을 찾아 소개하는 ‘길과 발걸음.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단
군 신화 등 우리나라의 기원이 되는 설화를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 전래되는 신화와 전설, 민담을
소개하는 코너, 추억의 명화를 대신해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신문 출산 장
려 프로젝트, ‘행복이 방울방울-다둥이네(4명 이상의 자녀를 둔 3가족)’ 코너를 선보였다.
또한 세계 곳곳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식재료 등을 소개하는 ‘세계 속 멋과 맛’ 코너도 선보이면서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TV조선
상대 승소

전기신문 사장으로 연임한 이경춘 전 사장이 사임하면서 6월 11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해 박영근 제13대 사장(부강전설(주) 대표이사)이 선임됐다.
박영근 사장은 취임 후 7월6일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예방하고 전력산업계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8월1일에는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장과 함께 국회 강창일 지식
경제위원장을 예방,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야에서 전
기공사업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전력산업계 발전을 위해 국회 지경위 차원의 지원과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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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15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성료

전력선통신, 화려함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1. 통신혁명의 탄생?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제2795호

한진중공업 전기문화대상‘영예

● 창간 48주년 특집호에
게재된 ‘탐사기획’ 코너

종합중공업회사인 한진중공업(사장 송화
영)이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
린 제15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영
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화보 4₩5면
한진중공업은 1937년 설립 이후 대규모
SOC시설과 상업용빌딩, 주택, 산업·군사시
설 등을 건설하며 선진건설문화 확산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한국전기문화대상은
본지가 매년 창간일(5월 18일)을 기념해 개최
하는 전기계 최대의 축제로, 올해 행사에선
한진중공업의 대상 수상 이외에 최종웅 LS산
전 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와 신한운 한성전기 대표가 각각 산업포
장을 받는 등 전기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수
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번 행사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
합 이사장과 이경춘 본지 사장 등 주요 내외
귀빈을 포함해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
다.
이경춘 본지 사장은 개회사에서“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흘린 여러분들의 땀방울은
우리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밀알”이
라면서“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관섭 실장이 대독
한 치사를 통해“전기인들의 땀방울이 국가산
업의 원동력이 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

제15회 전기문화대상을 받은 한진중공업의 신경호 상무(오른쪽)와 이경춘 본지 사
고 있다.

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만전
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축사에서“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설비 안전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유지보
정상적인 설비운영을
게 시급하다”고 당부했

祝
祝전기신
전기신

● 국회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예방
2012. 8. 1

●● 한국전기설계협의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식 체결
2012. 11. 5

반면 색다른 사건도 있었다.
전기신문은 2월 13일자 2·19면에 ‘6개 한전 발전자회사가 정치인의 권유로 TV조선의 창사특집극
‘한반도’에 4,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협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특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선방송이 “전기신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가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자신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상업적 드라마에 대한 협찬을 언급했
다면 피감기관들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의원으로부터 협찬을 권
유받았던 한전과 산하기관인 발전 6사 모두가 협찬을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원의 압력이나 드라마가 방영되는 종편채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유력 신문사가 설립한 종편채널에서 방영될 드라마에 협찬을 권유했던 국회의
원이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직접 참석까지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과 국회의원이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드라마 시청률은 1%대에 불과해 협찬을 한 발전사들이 기대했던 인지도 개선이나 홍보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중략> 발전사들의 비용지출은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제작사인 래몽래인이 외부기업체로부터 드라마 협찬을 받
기 위해 방송사인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었으므로 한전 및 발전사들의 드라마 협찬이 원
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전기신문 기사와 칼럼이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전기신문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편 전기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력의 손길도 이어갔다.
한국전기설계협의회(회장: 정춘병)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다.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11월 5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전기신문과 전기설계
협의회는 전기문화창달 등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
박영근 전기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전기업계를 둘러싼 제반여건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
러한 때에 두 기관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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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순환단전
백서 출간식 및
정전방지 결의
2012. 9. 17

이 밖에도 전기신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11월 19일에 있었다. 전력에너지팀을 맡고 있던 유희덕
팀장이 ‘2012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시중)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유희덕 팀장에게 준 것이다.
업계 리더들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전문신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연말에는 ‘오피니언 리
더 초청의 밤’을 작년에 이어 개최했다. 12월 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시더룸에서 열린 행사
는 전력산업 리딩기업의 관계자를 초청, 전기신문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전기계를
이끌어 나간다

전기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전기에너지계의 핵심 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견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갔다.
신재생에너지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라 의무공급자들과 신
재생에너지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고심하자, 전기신문이 나서 ‘RPS 성공전략 워크숍’을 3월
28일 개최한 것이다.
RPS운영계획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포스코파워(RPS 공
급의무기관들의 대응현황과 전력), KB자산운용(RPS 금융조달 방법), 한빛디엔에스(태양광발전소 설계와 시공
노하우) 등의 관련업체들을 초청, 기관별 추진전략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후 9월 20일에는 2011년 전국을 긴장하게 한 순환단전 사태를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
록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9ㆍ15 순환단전 포럼’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정전사고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러났고,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총 17명이 징계를 받은 초
유의 사태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포럼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관련 협단체장, 전력그룹사 사장단 등 총 203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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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ㆍ15 순환단전 포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담 개최
2012. 9. 20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기신문도 9.15 정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총 4회에 걸쳐 게재해 나갔다.
이후 12월 19일에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펼
쳐 나갔다.
12월 5일 ‘원자력 토론회’를 개최, 향후 원자력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전망하고, 나

아가 대안까지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게 아닌 전기계 목소리를 모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공약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기계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12월 5일
부터 26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내용을 자세히 실은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새 정부 5년 동안 경제 분야 최대 화두가 무엇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유효 응답
자 98명 중 49명(50%)이 ‘신성장동력 창출ㆍ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25명(25.5%)이 ‘잠재성장률 달성 등 경기회복’을 꼽았으며, 그 뒤를 ‘가계 부채ㆍ부동산 침체 등 문

제 해결’(18명·18.3%), ‘환율ㆍ고유가ㆍ원자재 가격 안정’(4명·4%)이 이었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
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나 됐다. ‘MB정부가 설정한 현행 목표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8%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설비용량비중(30%)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원전 비중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35%나 됐다. 반면 ‘신규원전 건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
답은 16%에 불과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구조 개편 방안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렇듯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기신문의 노력은 이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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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013년 신년호 1면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electimes.com

제2858호

2013년 1월 3일 목요일

새 정부 최대 경제화두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신문

성장동력 창출₩고부가 산업 육성
본지, 전기계 리더 100인 대상 설문조사
‘경제민주화’
추진속도 놓고는 의견 팽팽
명·18.3%),‘환율·고유가·원자재
새 정부의 최대 경제 화두는‘신성
장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가격 안정’(4명·4%))이 이었다. 기
타응답으로는‘경제의 체질개선’과
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본지가 전기계 리더 100명을 대상으 ‘복지확대’가 있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
로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
인‘경제민주화’이슈와 관련해 전기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앞으로 5
계 리더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
년간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로‘신성
장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였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
을 꼽았다.
이 우려됨으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5년 동
는 의견(51%)이‘대기업의 경제력 집
안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가 무엇이
중 억제를 위해 관련 규제를 신속히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해당문항에 대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47%)보다 조
유효 응답자 98명 중 49명(50%)이‘신
금 더 많았다.
성장동력 창출·고부가가치 산업 육
이 같은 응답은 국가 경제에 대한
성’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5명(25.5%)이‘잠재성장률 달성 등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경기회복’을 꼽았으며, 그 뒤를‘가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부채·부동산 침체 등 문제 해결’(18

올해 中企 기술개발에 7837억 지원
중기청,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공고…전년비 687억 증가

우리에게 새 출발은 꽉 막혔던 화면을 사라지게 하는 인터넷 만병통치약,‘새로
계사년, 새해를 여는 KTX
고침’버튼이 아닐까요? 故스티브 잡스(애플CEO)는“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
기 위해 여기에 있다”(We're here to put a dent in the universe)고 말했죠. 남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와의 경쟁에서 웃을 수 있는 2013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기신문은 올해도 전기계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들여다
보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응원합니다.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새해 첫날 서울역에서 = 글 송세준 기자, 사진 정형석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2013
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사
업계획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최
근 발표했다.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규모는 2012년(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7837억원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자금이 부족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기청은 2012년 상반기에 실시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에 따라 ▲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 ▲유망기
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
프라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예
산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중기청은 우선 R&D 초보기업의 저

변확대를 위해 창업 초기 기업지원에
1213억원, R&D 초보기업 지원에 1334
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소액과
제(400억원)도 신설, 소기업과 동네빵
집 등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
다.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차
원에서 중기청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352억원을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765억원
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
에 111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는 ▲R&D 사업화를 위한 기획역량
제고(55억원) ▲대학·연구기관의 연
구장비 공동활용(184억원) ▲우수한

‘그렇다’는 의견(57%)이‘그렇지 않
다’는 의견(18%)보다 3배 이상 많았
기 때문이다.
전기계 리더들은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
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현재보다 더 적
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필
요하다’는 응답이 68%나 됐다.‘MB
정부가 설정한 현행 목표수준이 적정
하다’는 의견은 18%였으며,‘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현
재 설비용량비중(30%)을 유지하는 선
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돼야 한
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원
전 비중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한다’
는 답변도 35%나 됐다. 반면‘신규원
전 건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기술개발 인력 활용사업 신설(85억
원) 등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R&D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청 R&D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R&D졸업제’를 도
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윤정일 기자<yunji@>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시
장경쟁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구조 개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
다.
이밖에 전기공학 교육과 관련해서
는 학생들의 전공지식 부족을 문제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전공지식’
(67%)이라는 의견이‘산업체 인턴십’
(16%),‘외국어공부’(13%)보다 많았
다. 반면‘학점관리’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또 전기 분야 인력양성방안과 관련
한 대책에서도‘전공 위주의 기업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나 돼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점관
리에 치중하느라 전공수업 중에서 어
려운 과목을 기피하는 요즈음 세태를
비판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전기신문사 임직원 일동

신년호 특집 64면 발행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동서 C&C
대표컨설턴트 민경태
Tel.02-3143-2585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기획과 변화

전기신문은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감한 지면혁신과 알찬 기획,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독자 중심의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면개편, 혁신적편집 시도는 물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ICT(정보통신기술) 면’을 신설하고, 녹색수송으로 각광받
는 철도 사업 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철도 면’도 마련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
마트그리드, LED조명, 원자력클러스터, 태양광사업 등에 대한 현황과 소식을 실시간 심층 보도하
고, 해당지자체로 이전하는 전력·에너지분야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에너지가 생명(L.I.F.E)이다’라는 특집 기획을 통해 산업을 이끄는 기관과 기업들(Leader), 지능
형(Intelligence)·편리성(Facility)·효율성(Efficiency)을 갖춘 에너지 절약형 제품들을 총망라해 보
고 맞춤형 우수한 인재가 산업계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전기·에너지 대학들
의 활약상을 심도 있게 보도하는 한편 사회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해법 제시
에 나섰다.
끊임없이 새로운 취재 방법을 시도를 해 온 전기신문은, 일간지와의 취재 간격을 좁히고자 4월 8일
부터 1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에 취재기자를 파견, 현장의 목소
리를 전했다. ‘하노버 지금’이라는 이 기획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전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일간지 못지않은 정보 전달력을 시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창간49주년 특집으로 구성한 탐사기획은 ‘전기계 브로커 생태보고서’, 기획보도 ‘브로커의 비
밀세계’ 등 암암리에 전기계를 좀 먹고 있는 브로커의 실태에 대해 심층 취재 했으며, 이 밖에도 ‘구
역전기사업 도입 10년 보고서’, ‘에너지 복지의 모든 것’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기사로 독자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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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전기신문
비즈링

안녕하세요?
창간 50주년을 맞는 전기신문이
독자여러분과 함께 백년미래를 열어갑니다.
정직한 보도, 깊이있는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전기산업계 글로벌파워 미디어, 전기신문.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전기신문
모바일서비스
(m.electimes.com)
페이지

응을 얻었다.
전기에너지 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의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유익하고 폭넓게 전달하는 오피니언 필
진도 정·관·산·학계를 대표하는 명망있는 필진으로 대폭 바꿨다.
월요일자 ‘월요객석’에는 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문영현 대한전
기학회회장,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최진석 STX솔라 대표, 김봉주 평일 회장, 박승룡 효성 전무, 김
훈 강원대 교수 등 8인이, 목요일자 ‘등촌칼럼’도 김철환 성균관대 교수, 홍성훈 아동문학가, 김창섭
가천대 교수, 차기호 넥상스코리아 전무, 정범진 경희대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임삼
진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박해룡 LS산전 이사 등 8인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풍부한 의견을 독
자와 나눌 수 있게 했다.
이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전기신문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한편, 7월 12일에는 모바일서비스
(m.electimes.com)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검색 이북서비스, 카테고리별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검색 포
털사이트에서 바로가기나 기사 클릭 시 모바일로 자동 연동 되어지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전기신
문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독자와 전기계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사내 변화로는 6월 13일 열린 제92차 이사회롤 통해 자본금을 46,000주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9월
주식 46,000주를 증자(대한전기협회 30,000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764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5,000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000주, 기타 236주 등)했다.

10월 말에는 ‘전기설비’지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전기계의

새로운 역할에 충실히 부합해 나가며, 한층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기획 및 특집을 통해 독자들
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Chapter 5 정보의 한계를 넓히다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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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필진 교체 현황(2003년 - 2013년)

연도

칼럼

필자

당시 직위

비고

2003

등촌광장

최승부
박원훈
김준철
황순철

법무법인CHL 고문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전기산업진흥회 이사장
LG전선 상무이사

前노동부 차관

2004

등촌광장

양창국
이은웅
유태완
노시청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대한전기학회 회장
전력연구원 원장
필룩스 회장

2005

등촌광장

김종신
백수현
김성관
최종웅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주)삼진전설 대표이사
LS산전 기술영업본부 전무

2006

등촌광장

강인구
김양수
김호용
장인순

넥상스코리아 대표이사
한국철도대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시험평가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문

2007

등촌광장

박상덕
양해원
신중선
황순철

한전전력연구원장
한양대 전자컴퓨터 공학부 교수
소설가
JS전선 대표

2008

등촌광장

곽기영
나도성
방기열
신중선

보국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성균관대, 충남대 겸임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소설가

2009

등촌광장

나도성
신정식
신중선
유병언

성균관대, 충남대 겸임교수,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
건국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소설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2010

등촌광장

송재철
안숭원
김기정
민명훈
강희태

한국수력원자력 관리처장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 부원장
GE라이팅코리아 사장
한국전기응용기술사회장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장

월요객석

이준현
이재광
염명천
문   호
유재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광명전기 회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조달청 차장

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 반부패추진위원회 위원 겸임
에너지 R&D기획단 위원, 대한전기 학회
전력기술부문회 감사 겸임
자연보호중앙협의회 기술위원 겸임

전 중기청 차장

신설

중국·일본·베트남 등 국내 주요 교역대상국
의 수출장벽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KOTRA(사장 오영호)는 미 무역대표부가 최
근 발표한‘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바탕
으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과 투자 관련 장벽
을 파악,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중국의 무역장벽을 설명하고 있다.
KOTRA는 불합리한 통관절차,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정책,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보험·은행·통신 등을 중국의 장
벽으로 꼽았다.
또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범위가 협소하고 응찰

●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메세’에 취재기자를 파견,
생생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외에 베트남은 비효율적인 통관절차와 열악
한 지재권 보호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가 무역장
벽으로 지적됐으며 인도네시아의 장벽으로는 까
다로운 수입허가제도와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
한 지재권 보호제도 등을 꼽았다.
KOTRA 관계자는“이번 보고서를 통해 해외
진출의 장벽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장벽 속
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걸림돌을 찾
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jjlee@>

‘통합산업’
주제‘하노버 메세 2013’팡파르
메르켈 총리₩푸틴 대통령 동시 개막 선언
전시회로 나뉘어 열린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시회에서
는 발전과 송배전, 에너지 저장까
지 화석·신재생 등 에너지 전반
에 대한 제품이 전시되며, 스마트
그리드와 IT 융합 제품 등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또 홀수 해마다 열리는 풍력전
에서는 풍력 발전과 서비스, 부품
등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한 눈
에 확인할 수 있으며,‘오프쇼어
테 마 파 크 (Offshore Theme

Park)’를 통해 해상 풍력 관련 기
술을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빌리티기술전, 공
정·공장·빌딩 등 자동화 전반
에 대해 다루는 산업자동화전, 전
기·기계 등의 동력 전달 메커니
즘을 확인할 수 있는 동력전달제
어기술전 등 전문 전시회를 통해
분야별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가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산업
진흥회(회장 장세창)는 24개 중소
기업과 함께 한전 공동관을 마련
했으며, 현대중공업·효성·LS
산전 등 중전기기 대기업들도 부
스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전기·
기계·자동화 등 각 분야에서 총
80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주최 측인 도이치메세 관계자
는“최근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
황에도 제조사들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며
“하노버 메세는 제조업체들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기술과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
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6500여
기업들이 참가했으며, 전시면적
은 23만6000㎡에 달한다.
독일 하노버=김병일 기자<kube@>

연도

칼럼

필자

2011

등촌광장

한윤석
박정근
정태용
김윤영
반극동
이근대

ABB코리아 대표이사
한전 자재처장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 회장 겸 한국자동차공학회 감사
필립스전자 조명사업 부사장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월요객석

유희열
이임택
황일순
정종암
황수철
장세창

부산대 석좌교수 겸 RT(방사선기술) 포럼 공동의장(수석)
한신에너지 회장 · 한라풍력 대표 겸 풍력산업협회 초대회장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평론가, 시인, 수필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등촌광장

박군철
박정근
황주호
김봉주
김임배
임삼진
황수철

원자력대학교대학원 총장
한전 부천지사장
에너지기술연구원장
평일 회장
케이디파워 사장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승강기대학 교수

월요객석

유희열
박철곤
이호준
김문덕
김호용
반극동

부산대 석좌교수
전기안전공사 사장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서부발전 사장
전기연구원장
코레일 처장

등촌광장

김철환
홍성훈
김창섭
차기호
정범진
안병옥
임삼진
박해룡

성균관대 정교수
아동문학가·시인·동화연구가
가천대 에너지IT학과 정교수
넥상스코리아 전무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LS산전 이사

월요객석

전하진
최태현
문영현
최평락
최진석
김봉주
박승룡
김   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대한전기학회 회장
중부발전 사장
STX솔라 대표
평일 회장
효성중공업PG CTO 및 연구소장(전무)
강원대 IT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13

“천연가스, 글로벌 10년

당시 직위

한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향후 10년간 주요 연료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10년
간 천연가스 시장은‘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도로 크
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도간 프로스트 앤 설리번 호주지사장은“프로스
트 앤 설리번은 2020년까지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10가지 분야를 메가 트렌드로 제시했다”며“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천연가스로, 셰일가
스 이슈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제시한 메가 트렌드는 ▲전력
수요 증가 ▲천연가스의 새로운 시대 ▲원자력의 재기
▲재생가능한 그리드 패리티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저장 ▲수요 관리 ▲시장 자유화 ▲청정
석탄 상업화 등이다.
“천연가스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분야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입니다. 이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을 통칭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키
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죠.”
도간 지사장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지난해 54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158억달러 정도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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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기전, 내진 배전반 NEP 추진

리히터기준 8.3에도 거뜬…중기청 성능인증 획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왼쪽 두번째)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세번째) 등 귀빈들이 하노버 메세 개막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요 필진 교체 현황(2003년 - 2013년)

2012

번은 최근 마크 도간(Mark Dougan) 호주지사
장을 초청해 글로벌 에너지·환경 시장의 전
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마크 도간 지사장
은 발표를 통해 향후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갈
10가지 메가트렌드를 강조했다. 마크 도간 지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와 트렌드를 들었다.

스마트그리드 시장, 2018년 15

글로벌 최대 산업展‘막 올라’

세계 최대의 산업기술 종합 전
시회‘2013 하노버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 2013)’가 화
려한 막을 올렸다.
세계적인 전시 전문기업 도이
치메세는 7일 독일 하노버 콩그레
스 센터에서 열린 공식개막행사
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이 ‘하노버 메세
2013’의 개막을 공동으로 선언했
다고 밝혔다.
‘통합산업(Integrated Indu
stry)’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하노버 메세에서는 고품질의 상
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와 미
래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
망이다.
특히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 단
계라 평가받는‘IT 지원 생산
(IT-Supported production)’과
생산 프로세스에 연관된 모든 기
계 네트워킹 등 제조업체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에너지 ▲풍
력 ▲산업자동화 ▲디지털공장자
동화 ▲동력전달제어기술 ▲모빌
리티기술 ▲유공압기술 ▲산업부
품공급 ▲표면처리기술 ▲산업환
경기술 ▲연구기술 등 총 11개의

>>

시한이 짧아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장애
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국산 우선정책 역시
글로벌기업 진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본 수출과 관련해서는 쇠고기·쌀·수산
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
제정책, 보험·통신·IT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
입장벽과 함께 자동차·화장품 등 개별산업에 대
한 장벽을 제시했다.
KOTRA 도쿄 무역관에 의하면 농산물과 식품
류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잔류 농약 포지티브 리
스트 제도로 우리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

전 과학기술부 차관
전 남부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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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선두기업 중 하나인 서전기전
(대표 홍춘근)이 자체 개발한 내진형
배전반에 대해 NEP(신제품)인증을 추
진한다.
서전기전 관계자는“개발된 내진형
배전반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

진에 대비, 리히터기준
견딜 수 있도록 제품”이
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라고 설명했다.
서전기전은 최대한
내진형 배전반에 대해

● 전기신문이 적극 참여한 ‘2013 국제 LED & Display 전시회’ 2013. 8. 27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등
글로벌 사업 전개

전기신문은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LED & Display 전시회’의 네 번째
행사(8월 27~29일)에 적극 참여, ‘전기공사 창조경제 모델방안’ 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이에 전시
는 물론 같은 자리에서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향 등의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참가자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세미나에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 전기공사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
였는데, 주요 발표내용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하도급제도
개선방향’(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방향 및 기준’(에너지관
리공단) 등이었다.

9월 11일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전기학회가 개최한 ‘9.15 순환정전 2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한 전력산업 토론회를 국회 노영민 의원실과 같이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전력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전력산업
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업 면에서도 전문지로서는 유일하게 ‘2013 대구에너지총회 공식 미디어파트너’로 선정되면서 한
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에너지총회는 10월 13일부터 17일 까지 5일간 전 세계 약 120개국 7,000여명이 참가해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현안에 대한 해결 논의의 장을 펼쳤다.
개막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환익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한국전력 사장), 한
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범일 대구시장, 피에르 가도닉스(Pierre Gadonneix) 세계에너지협의회
(WEC) 의장, 사우디 아람코의 칼리드 알필리 회장, 지멘스의 마이클 슈스 에너지 총괄사장, 알스톰

필립 코쉐 발전부문총괄사장 등 세계에너지협의회 93개국 회원국의 대표단과 주요 국내·외빈 등
전력 뿐 아니라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제품안전협회와 공동으로 ‘고질적 불법·불량제품,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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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전문 언론 100년, 역사를 만들어간다

●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
전기산업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2014. 11. 21

담회를 개최해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 날 좌담회에 참석한 송양회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은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
지 않도록 시장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에 내년 예정돼 있
는 사후관리 예산을 35억 원으로 증액해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문위원 제도를 강화하고 상
품정보고시 등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막는 작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신문은 11월 18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함께 ‘전기산업계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산재예방에 기여한 기업들을 포상했다. 이 시상식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
시됐는데, 전기산업계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전기계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소중함을 알려 안전보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 쌍용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세화에프에스,

석원산업 등 총 6개 기업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사
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2개사, 본지 사장상 3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국전력공사(오재명 HSSE실 차장)에 돌아갔다.
이렇듯 다방면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시간은 이제 50년이라는 시간
을 맞이하면서 보다 풍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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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6

백년 미래를 제시하는
전문지로 나아간다
2014 창간 50주년을 맞아 주 3회 발행과 온라인
신문 기능 강화에 노력하며 백년을 내다보
는 혜안과 정보력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최
고의 전문신문이 되려한다.

01

● 2014신년호
두드림 기획기사

신년특집

B1

2014년 1월 2일 목요일

2014. 1. 2

Do
Dream!

백년대계를 위한 첫 걸음

모든 역사의 시작은 두드림에서 비롯됐다.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
데 이 또한 어둠의 공포해서 해방되고 추위와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망에 대한 두드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만물의 생성도 두드림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양수 속에서 꿈틀대는 태아는 엄마의 심장소리를 생명 탄생을 이
끄는 두드림으로 느낄지도 모른다. 하물며 연약한 초봄의 새싹도 겨울 내내
얼어붙은 대지의 무게를 오랜 두드림으로 이겨냈기에 만날 수 있는 것이리
라.
때문에 두드림은 새로운 탄생이며, 인고의 과정이며, 욕망의 표출이며,
짜릿한 희열이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저마다의 의미를 담아 두드림을 시작하는 이들이 여
기 있다.
그들의 두드림에는 꿈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녹아 있다.
전기신문은 그들을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소개한다.
‘두드림 1’에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기업으로 재탄생하려는 글
로벌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을 담았다.‘두드림 2’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전기공학도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한 선배 CEO와의 만남을 비롯해
사회공헌으로 임직원이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기계 모범기업을
만나봤다.‘두드림 3’에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엄청난 파고가 넘실대는 세계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을 조망했다.
이들의 두드림이 2014년을 희망차게 열고 있다.
진시현 기자<jinsh@>

Inside
두드림Ⅰ
B14~16 천일/경동나비엔

B02~03 한국시장의 가능성과 한계

우암/평일/쌍용전력/이큐브랩

B04 글로벌기업 설문조사
B05 국내진출 글로벌기업 현지화 전략

B17~18 대기업의 수출전략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

현대/효성/LS산전/두산중공업

한윤석 ABB코리아 사장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포스코LED

황수 알스톰코리아 사장
김경록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사장

B19 유병언 비츠로테크 사장
김덕현 대륙 회장

B08~10 글로벌기업 2014 출사표
넥상스/보쉬/파나소닉/미쓰비시

B20~23 2014년 수출전략
케이디파워/보국/상진전선/산일전기

에머슨/헌츠만/리탈/허벨

제룡전기/보성파워텍/국제통신/루미

B12 국내진출 해외3대 인증기관

티엠씨/코콤/코스탈파워/파워맥스

두드림Ⅱ

우리조명/스웨코/디에코/YPP

B13 전기공학도 선배CEO를 만나다

국립극장
국립극장
국립극장제공
제공
제공‘
‘
‘정오의
정오의
정오의춤’
춤’
춤’
중에서
중에서
중에서

전오전기/정광조명/칸라이팅
두드림Ⅲ

B06~07 글로벌기업 대표 인터뷰

제품문의 전장영업팀 TEL. 707-6757~9
www.hyosung.com

효성 MV Air Insulated Switchgear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62271-200 신규격이 적용된 아크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가
완벽해진 첨단 신제품입니다. 고품질 배전반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효성만의 기술력이 집약된 세계적인 품질의 명품 배전반을 경험하십시오.
■최신의 기술력

- IEC 62271-200을 적용한 최신의 기술력
- 전면 도어 close 상태에서의 조작 가능한 연동장치 구현

■고품질의 부품 신뢰성

- 최소한의 유지보수, 고수명, 고품질의 지멘스-효성 차단기 적용

■우수한 시공능력

- 별도의 전문인력이 축적해온 다양한 시공경험
-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품질인증 구축

MV Air Insulated Switchgear
•정격전압 7.2/12/15/17.5kV •정격전류 3600A
•정격차단전류 40kA •정격주파수 50/60Hz

또 하나의 명품!

배전반에도 명품이 있다!

대한민국 GIS 1등 브랜드 - 효성 ProGIS
■ 최고의 기술력
■ 고품질의 부품 신뢰성

■ 풍부한 납품실적
■ 우수한 시공능력

효성 MV 가스 절연개폐장치-ProGIS
•정격전압 24/36kV •정격전류 630/1250/2000/2500/3000A
•정격차단전류 24kV 25/40kA 36kV 31.5kA •정격주파수 50/60Hz

새로운 변화의
길라잡이
2014년은 전기신문이 태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기에너지계 전문신문으로 반백년을 이어온 전기신문은 그동안 꾸준히 지켜봐 준 독자들의 성원
에 보답하고자 모바일 서비스 확대, 인터넷 신문 보완개편 등 독자들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중기획으로 ‘5대 제언’을 필두로 ‘50인의 CEO를 만나다’, ‘에너지 이슈 보고서’ 등을 다루고 전기신
문 50년사 발간 등 출판사업 강화, 지방네트워크화, 창간5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다방
면으로 전기관련사업 비중을 크게 확대하며 신문으로서의 제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갈 각오를 다
졌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네트워크 강화, 스마트그리드 ICT 등 창조산업분야의
취재원 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길라잡이로서의 이정표를 세워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2014년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전기계의 안전불감증을 떨쳐내고,
고도 위험이나 공동체 위기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사명을 갖고 옳고 그름을 따져나갈 것을 다짐
했다.
한편 신문사는 3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제14대 사장에 류재선 금강전력 대표이사
를, 부사장은 송재철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를 선임했다.
신임 이사에는 박재형(오성전력), 이강호(백산전기건설공사), 백중철(내일에너지), 김한규(성덕에너지),
이광희(세진전기), 장덕근(대일전기), 이기엽(삼화전력), 박병순(건우전력), 유병국(두성계전), 문재학(세
림전력), 김종선(진일전기), 유영선(조일전기), 조덕승(천공전기), 이화준(거창엔지니어링), 장태규(지엔비
테크), 최종만(대신이엔지), 정기주(영일전기공사), 홍창도(흥도전력) 대표가, 감사에는 이해인(성암이앤
씨), 최대현(경기방재)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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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새롭게 취임한
장철호 전기공사협회회장(왼쪽)과
류재선 사장
●● 윤상직 산업부장관 예방
2014. 4. 4

창간 50주년,
지령 3,000호

전기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사설을 통해 전기계와 전기신문의 50년
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변화의 물결이 출렁거려도 전기신문은 그 소용돌이를 받아들이며 더 단단
하고 태풍에도 꿈쩍하지 않는 네모진 돌이 되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계의 높은 파고를 뚫고
나갈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전기신문이 그 해결자 중심에 서야 마땅하다.”라고 적었다.
또 안전불감증 등 업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산학연의 뜨거운 열정과 혼자
만이 아닌 공동체 의식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창간 50년을 맞은 전기신문은 당연히 이
행렬에서 모자름을 보태고 새로움을 일깨우고 하면서 전기계의 소금이 되려 한다.”고 앞으로 나아
갈 바를 밝혔다.
5월 17일 특집호는 이를 반영하듯 ‘변화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상황 속에 KT, LG CNS, 파워큐브, 대연씨앤아이, 동방, 윌링스, 카코 뉴에너지, 금호이엔
지, 정립전자, 한솔테크닉스, 산코샤 코리아, 포스코ICT, 애니게이트 등 13개 업체가 대응하는 모
습을 7면에 걸쳐 게재했다.
또 ‘기업 백년을 말하다’, ‘착한 기업이 경쟁력’, ‘월드베스트를 꿈꾸다’ 등의 기업 특집 기사를 통해
유수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 그리고 세계 최고를 위해 뛰는 기업
들의 모습들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5월 29일에는 지령 3천호를 발간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종이신문을 넘어 최고
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기계를 대변하는 정통 언론의
모습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켜내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전기신문 역사 중 지난 10년 간(2004년·2013년) 지면들을 관
통하며 제조, 시공업계를 포함한 전력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
들을 다룬 ‘지난 10년간 전기신문을 관통한 10대 이슈’와 ‘미리보는 4000호’라는 제목으로 ‘제4세대
원자로 상용화 '눈앞'’, ‘전국 모든 가구 한국형 PLC 기반 AMI구축 완료’, ‘‘신 한반도 라인’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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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호 신문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전기계의 소금이 되려는 전기신문이 50주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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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의 다양한 출판물들

‘대한민국 경제영토 TOP 10 진입’ 등의 미래 전기업계를 점쳐 보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자기성찰의 모습도 독자들에게 전했다.
‘지령 3000호 기념 기자 집담회(集談會)’라는 제목 아래 전기신문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기자들을 주
축으로 현재 과제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기자들은 ‘전기신문이 과연 전기계의 대표신문인가’라는 물음에 “10년 전과 지금이, 또 오늘과 10년
후가 똑같다면 그건 분명 문제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새로운 것에 대해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반성한다.”(조정훈 기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이슈에서는 전기신문의 자주적인 논조가 필요하
다.”(김병일 기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독자들이 전기신문을 전기계의 대표신문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윤대원 기자) 등의 견해를 밝혔다.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화 시대에 맞춰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와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준
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특히 모바일 전기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윤정일 수석기자는 “이런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 둘씩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다면 지금보다는 더 사랑받는 전기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정론직필(正論直
筆)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보다 발전하는 전기신문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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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백년대계, 그 시작을 알리다

주 3회 발행과
온라인 신문 기능 강화

전기신문은 일간지로 향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주 3회 발행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해 전기계에 지분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신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세웠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기신문에 접속한 이용자는 400만 뷰어에
달하고, 최근 하루 2만 3,000여명이 전기신문에 접속21하는 등 전기신문 독자의 빠른 온라인화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종이신문과 달리 온라인 신문은 속보성을 무기로 석유·가스 등 미개척 분야의 신규 출입 영
역 확대가 가능하고, 그동안 주간지의 한계 때문에 빠른 뉴스 전달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온라인 신
문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배너, 팝업 등 온라인광고 활성화 및 다양화도 추진해 나간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광고업체 매출평균은 연간 4,000만원에 달하고, 2013년 이후는 전년 대비 매년
최소 50% 광고매출 신장이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신문은 2017년 종합 광고매출 대비 10%
이상의 매출 달성(2013년 배너광고 매출 대비 7배 달성)을 목표로,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매출
비율을 5: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양방향 광고영업 시스템을 완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뉴스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보다 심층적이고 퀄리티 높은 기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예-월 1만원, 주4회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는 e-포커스, 글로벌 핫뉴스, 이 사람의 진심, 전문가리포트 등이다.
이렇게 앞으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온라인신문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도 세웠다.
홈페이지 리뉴얼은 물론 최신 트렌드 방식을 이용한 웹 개발, 대용량의 DB를 빠르고 다양하게 검
색하기 위한 검색서버 도입, 새로운 컨텐츠 개발로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21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180만 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4년 이용자는 600만 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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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봉 박행보 선생의 창간 50주년
기념휘호 ‘應天順人(응천순인)’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신문의 주요 컨텐츠를 맡고 있는 편집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정부 및 공
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에 대비해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확대, 다
양한 뉴스 전달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신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인력 재배치
에 대해 논의 했지만, 이전 기관 분포와 신문사 여건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영남본부를 신설하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남지역 공기업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기신문의 광고주가 될 수 있는 전기·에너지·기계 분
야 기업이 다수 포진. 본부를 신설할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취재 영역 다양화와 신규 광고수익 창출을 위해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 및 도시가스
업체들 공략 절실하나 해당 업계는 신문제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편집국 내에 석유·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분야 취재확대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 1년 이상
출입을 하며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전력에너지, 산업경제 등 2개 팀에 에너지분야
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고, 신문지면도 별도의 섹션 면을 만들어 에너지를 특화해 나간다는 계획이
다.
한편 편집팀은 온라인 신문 활성화에 따라 웹 디자인 기능을 강화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뉴
스의 편집 역할도 훌륭히 소화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문의 재정과 경영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과 광고팀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총무팀은 현재의 기능에 온라인 시스템과 독자구독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온라인 신
문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시스템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한데, 온라인 시스템 전체를 유지·관리
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체 구독 및 협회·조합의 구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탈피, 독자 확대를 위해 기존 독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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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진정한 전문지로 거듭 나고 있다

>>

향후 5년간 전기신문 온라인광고 매출 목표액
계획년도
매출목표액

2014

2015

2016

2017

2018

6,200만원

9,000만원

1억3,500만원

2억원

3억원

탈을 막고 신규 독자 유치를 위한 전략이 만들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팀의 경우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규 광고 출입처 확대를
위한 효율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하고 온라인 광고를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시장 개척을 위해
선 광고팀 인력 및 조직을 특화할 필요가 있기에 단일팀으로 되어 있던 광고팀을 광고1팀(기존 신문
광고 외에 온라인 광고담당), 광고2팀(기존 신문광고 외에 잡지광고 담당)으로 나누고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전기신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문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사업팀 역할 강화
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전력그룹사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공
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신문 창간 50주년이 되는 해인 2014년, ‘제7회 전기사랑 골프대회’가 경기도 여주군 솔모로C.C.에
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전기사랑 골프대회에는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류재선 사장을 비롯해 오두석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남병주 전 협회 회장, 윤교원 전기산업연구원 원장 등 전력산업계 유관기관 관
계자들 총 70개 팀, 280여 명이 선수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기존 단체전을 없애고,
모든 참가자의 개인 기록을 통해 승부를 가렸다.
참가자들의 평균 기록을 기준으로 핸디캡을 적용하는 신페리오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채점
결과 이철운 성보전설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류재선 사장과 김종선 경기위원장 등 전기신문 임원들은 직접 코스를 돌며 음료수를 제
공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특별이벤트를 마련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Chapter 6 전기계 백년을 제시하는 전문지로 나아간다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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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 100년
2014년, 태어난 지 50년이 된 전기신문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폐간, 복간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직원
들은 하나 되어 꿋꿋이 자리를 지켰으며, 그 힘
들이 모여 지천명의 세월을 이어낸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1년, 그리고 1백년을 이어
나갈 사람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전기신문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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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다
연규해 편집국장

공자가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는 지천명(智天命), 본지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지는
1964년 5월18일 지금의 전기신문 전신인 대한전기신문을 창간한 이후 농어촌전화사업을 시초로 하는 국가 대동맥연
결과 함께 수많은 행간을 짚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며 흔들림이 없는 백년대계를 이
룩하려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창간 당시 격동의 시절에 전화(電化)율이 고작 25.5%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전기혜택을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 전기인과 맥을 같이해 오면서 지금의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세상을 열기까지 그 현장에는 전기신문의
넋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자부합니다.
전기계 뉴스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주1회 발간에서 주2회로 증회를 하고 2005년 인
터넷 전기신문 출범, 2013년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록 등 많은 변화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기계 흐름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문화사업 등 각종 행사에도 앞장서 1997년부터 전기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4월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겨난 전기사랑마라톤 행사는 이제 성숙한
전기인들의 어울림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창간 5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은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독자와 스킨십을 배가할 각오로 이미 모바일 서비스 확대, 인
터넷 신문 보완개편, 출판사업강화, 지방네트워크화 등 다방면으로 사업 비중을 크게 확대하며 읽히는 신문으로서의
제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계의 높은 파고를 뚫고 나갈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전기신문이 그 해결자 중심에 서야
마땅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네트워크 강화, 스마트그리드 ICT 등 창
조산업분야의 취재원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길라잡이로서의 이정표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흙탕물이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바다색을 바꾸기 힘들 듯, 촌음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의 물결이 출렁거
려도 전기신문은 그 소용돌이를 받아들이며 더 단단하고 태풍에도 꿈쩍하지 않는 네모진 돌이 되려함에 독자들의 많
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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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자
전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과 매 순간 함께 해 온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홍우 광고국장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 하는 행복의 원천 또한 바로 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전력산업은 많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발전, 송전, 배전으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기술이 접목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언론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종이신문이 On-Off Line과 모바일, 뉴미디어 시장으로 실시간 보도, 확대되면서 독
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신문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
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기신문의 독자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바로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며 전기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더욱 밝고 희망
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배직원으로 남기위해 새출발
전기신문이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허창길 광고1팀

1988년 입사 후 26년여 만에 일입니다.
그동안 시련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현재 전기신문은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을 이끌어줄 후배들에게 기억에 남는 선배 직원으로 남기위해 다시한번 새 출발할 것을 다
짐해봅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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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과
고통이 따르는 개혁 필요
편진호 광고2팀

전기신문 창간 50주년!
지난 반세기 동안 전력산업 발전과 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단히도 달려온 길 50년.
전문지 언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젠 지난 50년은 역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지라는 자만과 착각 속에서 탈피해 진정 최고의 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와 고단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할 때 입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고통이 따르는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개혁! 변화되는 앞으로의 전기신문 50년을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전기인 모두는 늘 지
켜보며 함께 할 것입니다.

100만 전기인의
듬직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여기봉 건설시공팀

전기신문은 지난 50년 동안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시작해 엄연한 주식회사로 독립
했고,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를 포함, 전기계 전체를 포괄하는 국내 최상의 대중 정론지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전기신문은 그동안 정론직필의 기치 아래, 전기문화 창달, 공정성의 견지,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런 정신을 견지하고 실천했다고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때로 성숙하지 못한 결론을 제시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전망으로 향도의 역할에 미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를 위해, 전기계를 위해, 공익을 위해 매진하는 과정 중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 흐트러짐
없이 전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전기신문은 지난 50년의 경험을 발판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계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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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불로서 앞길을 밝히는 역할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신문 임직원들은 이를 위해 정론직필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에 편승하거
나, 광고를 빌미로 한 자본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전기계 대표 언론으로서 독자와 공익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100만 전기인의 듬직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낡은 프레임 벗어 던지는
생각의 변화와 교육선행
지난 반세기 동안 전기산업계 독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전기신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동호 경영지원팀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이제 전기신문은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는 낡은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직원들의 생각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교육도 선행되
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가는 조직원들을 발판으로 전기산업계 대변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발 빠르고 획기적인 정보전달 능
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3회, 나아가 매일 발행되는 전기신문을 독자들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기신문 파이팅 !

전기신문이
전 국민에게 인정받기를
진시현 산업경제팀

“네~ 전기신문 진시현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을 통해 내뱉어지는 문장입니다.
진시현이라는 이름보다도 ‘진 기자’라는 석자에 더 익숙하게 살아온 지 18년하고 7개월여.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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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스로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것은 보수적이고 남성 위주의 전기계 풍토와 과거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혹
독했던 전기신문 편집국의 문화 때문일 겁니다.
전기신문은 내가 입사했던 1996년 입사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발전했다고 자부합니다. 당시에는 간혹 인터뷰이
로부터 “어디라고요?” 혹은 “뭐 하는 덴데요?”라는 물음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 힘듭
니다.
50년이라는 역사를 당당히 지켜 내려온 전기신문의 저력은 명실상부한 최고 전문지라는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 지금껏 전기신문에 몸담았던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기자가 고생해야 독자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한 켜 한 켜 신문을 만들어온 선후배 기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다고 등을 두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기자로서 전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반성이 남습니다. 더 먼 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자 합니다.
전기신문이 전기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인정받는 날을 꿈꿔 봅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 절실
이원정 광고1팀

굴곡의 역사 50년!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전력산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전기신문은 언론 매체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력산업 발전의 동반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업계의 독보적인 언론매체라는 확고한 지위에 있었지만,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추세
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면 전기신
문이 전기산업계 경제전문 일간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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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상품 ‘전기신문’
전기신문의 5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반추(反芻) 해보면 전력산업이 걸어온 길 위에서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온 흔적

유희덕 전력에너지팀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신문이 50년간 기록한 흔적은 전력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5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지표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력산업은 지난 50년간의 변화보다, 최근 1년의 변화가 더 빠를 정도로 신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
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선 기존의 시스템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환경에 적응하며 도약할 수 있는 개혁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50년의 역사만 타령하는 구태한 신문이 될 것이고, 변화를 기회로 만든다
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전력그룹사는 이제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져, 예전과 다른 취재환경에 놓이게 됐습니
다. 또 정보의 전달방법이 종이신문에서 이제는 모바일기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변화한 것입니다.
전기신문이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선 기자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전문신문의 장점인 전문성에 속보성
경쟁까지 해야 합니다.
장점인 전문성은 더욱 살리면서, 속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신문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정답은 ‘사람’ 이
란 걸 깨닫게 됩니다. 전기신문사가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상품은 ‘전기신문’ 이기 때문입니다.

진취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자
1999년, ‘IMF’라는 단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던 그 시기에 이름도 낯선 전기신문 광고팀(당시 기획사업부)에 입

박석주 전략사업팀

사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함께 많은 직장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떠나야했던 암울한 시기.
제일은행 명예퇴직 직원들이 자신이 몸담았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터를 떠나면서 남겼던 일명 ‘눈물의 비디오’
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시기에 직장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 전기신문은 하나의 희망이었고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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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전기신문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편집기자와 광고제작 디자이너는 물론이고 변변한 컴퓨터도 없어 편집과 광고제작을 외주로 처리했던 시기를 넘어
자체 제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충원, 주1회에서 주2회 발행에 의한 속보성 강화와 광고매출 증대로 인한
경영의 안정화, 마라톤대회 개최 등 사업 분야 진출로 전기·에너지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고 자신합니다.
전기는 국가 중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인류를 밝혀주는 길라잡이입니다.
전기신문은 이러한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 동향 그리고 진보와 혁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항상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업계 오피니언 리더로서 전기 산업전체 발전에 기여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입니다. 그 전기신문이 제 나이보다도 많은 창간 50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를 이어 온 전기신문 발전의 원동력
은 전력산업계의 소중한 구독자와 더불어 전기신문사 선후배님들의 열정과 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때 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없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더 큰 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의식의 전환,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전기신문人(인)’이 되기 위해....

전기계
대표 정론지가 되도록
김은숙 편집팀

‘전기신문 50년사’에 부쳐
전 : 전기신문은 지난 50년간
기:기
 본이 선 언론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신 : 신발끈 다시 매고 또 한번 달려봅니다
문:문
 장으로 문화를 만드는 진정한 전기계 대표 정론지가 되도록
“‘전기신문 50년史’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기계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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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3가지 다짐
하나! 현재가 중요하다. 지난 50년, 무수히 많은 이슈 속에서 선배들의 땀과 정성으로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전성미 편집팀

다가올 100년은 우리 세대가 자식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기계 대표 전문지로써 확고한 자리매김과 동시에 우
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지로 커갈 수 있는 스스로의 자양분을 만들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
다. 현재 전기신문에 몸담고 있는 저희 세대의 임무가 더욱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둘!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전기신문만의 100년 아젠다를 만들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3개년 개발 계
획 같은 전기신문만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동력 또
한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셋! 타사에서 볼 수 없는 전기신문만의 전통을 만들자
유수의 글로벌 회사를 보면 그들만의 전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한세대의 열정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짐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신문 또한 더 늦기 전에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배들의 몫도, 후배들의 몫도 아닙니다. 현
재 전기신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전문성은 물론
대중성도 고려
전기신문은 지난 50년간 전기업계 독보적인 신문으로 자리 잡았고 전문지로서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이관옥 편집팀

이제 100년을 기약하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전문지로 도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넘어 생명필수품이 되어버린 전기신문이기에 전문성은 물론 대중성도 고려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기신문사 전체
문화로 만들면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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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독자만 보며
묵묵히 정진해나가는 ...
송세준 산업경제팀

전기신문의 역사는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창간 이후 수차례 신문 제호가 바뀌고, 폐간과 복간의 부침을 겪었지만 도도한 강물이 대지를 적시며 간단없이 흘러
가듯 전기신문은 어느 새 장엄한 50년의 역사 앞에 섰습니다.
이 땅의 언론에게 사명감과 비판정신이란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비판과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임을 다
시금 되새길 때 입니다.
50년의 역사 앞에 축배를 들기 전에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직필과 정론을 생명처
럼 여기는 언론의 사명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독자와 소통하는 정론직
필의 길, 시대를 읽는 창(窓)이자 세상에 희망을 밝히는 등불의 길을 다짐합니다.
독자를 무서워하는 언론, 오직 ‘독자’만 보며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정진해나가는 전기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이와 숫자를
뛰어넘어 도약하자
강유정 광고1팀

세상을 주로 SNS로 파악하는 요즘.
제법 큰 사회적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아직도 맛보지 못한 허니버터칩의 인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면까지
도 공개되는 빠르고도 비밀이 없는 시대입니다.
입수된 정보 속도만큼 휘발력도 빠릅니다.
자극적인 탄산음료가 오히려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종이신문이 독자의 품에서 멀어진 만큼 모니터, 휴대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전해지며 50주년을 맞은 전기신
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나의 소중한 직장 전기신문. 되돌아보니 그 이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채워 넣지 못해 소모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인쇄된 신문, 제본된 인쇄물을 보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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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지금은 산업연구원이 있는 3층 신문사 사무실, 외장하드, 필름출력, 잉크젯 프린터,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염순철 부장님의 모습은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의 한 편입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한 아름 뜯어다 손수 기른 거라며 부스럭 거리는 비닐봉지에 싸주시던, 투박하고 꾸밀 줄 모르는 그
분은 나의 첫 상사였습니다.
요즘 스타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이와 숫자에 걸맞는, 아니 더욱 뛰어넘는 51주년을 향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을 믿습니다.
탄산음료보다는 담백한 물을 찾는 단 한명의 독자가 존재하는 그 날까지.
“그래, 우린 거기까지 가자!”

독수리의 각오로
새로운 50년을 준비
지난 50년 전기신문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전문지로는 쉽지 않은 50년의 역사를

윤정일 산업경제팀

이어오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구독자, 지명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50년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또 지난 성과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전기신문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고, 전문지 영역으로 인식돼왔던 전기, 에너지, 각종 기자재 업계에
도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진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독자들은 종이신문보다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해 기사를 검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쏟아지는 정보의
양 또한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는 30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톱이 휘고, 부리도 힘을 잃어 제대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독수리가 스스로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부딪쳐 부러뜨리고, 발톱과 깃털을 모두 뽑아내면 얼
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부리와 발톱, 깃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는 다시 30~4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제2의 삶을 사는 셈이죠. 독수리가 부리나 발톱, 깃털 뽑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새로운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신문도 스스로 무뎌진 부리와 발톱, 깃털을 뽑아내는 독수리의 각오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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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기신문의
닻을 올리자
최영옥 전략사업팀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전기신문은 우리나라 전기산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전은 이 시대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신문의 메이저로 불리던 노컷
뉴스, 포커스, AM7 등이 이미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독자들이 종이신문보다 보다 빠르고 다양한 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신문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터넷신문들은 거침없이 전기산업계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전기·에너지 분야의
벽은 점차 허물어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주한다면 앞으로 50년 후 전기신문은 역사 속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신문은 지금껏 험난한 50년의 역사를 겪어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단계 도
약할 수 있는 전기신문만의 DNA와 맨파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50년은 오프라인 전기신문에 열정을 다해왔다면, 창간 50주년을 계기로 온라인 전기신문의 문을 열어가고자 합
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신문은 인터넷이라는 블루오션을 항해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출항코자 합니다.

용머리를 지향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길
정형석 전력에너지팀

나이 50세를 지천명(知天命 - 하늘의 뜻을 안다)이라고 하듯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은 지난 세월동안 많
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전기신문은 그동안 스스로도 발전해 왔지만, 전기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후에 후배들이 봤을 때 전기신문이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바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듭
니다.
언론의 역할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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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 스스로부터 이제는 전기계를 넘어서 전체 에너지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업, 단체 등을 발굴해서 보도하
고,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기신문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업역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간지 형태의 전문지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3회 이상 발행을 통한 일간지로 갈 것
인지, 그리고 종이신문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강화할 것인지 등으로...
결국은 현실적으로 뱀 머리냐, 용꼬리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뱀 머리지만 앞으로 용꼬리로, 장기적으로는 용머리를 지향할 수 있는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
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지금도 자라는 중입니다. 중국 동부지방에는 ‘모소 대나무(Moso Bamboo)’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일반

조정훈 건설시공팀

적인 대나무는 심고나면 이내 순을 내놓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한참을 기다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가 흘러 4년이 지날 때까지도. 하지만 대나무
를 심은 지 5년이 되는 순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대나무 밭에서는 죽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땅속에서 기다렸던 시
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자라는 속도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렇게 순을 틔운 모소 대나무는 6주가 채 지나기 전에 15m
이상 자라나서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우리가 왜 자라지 않느냐고 안달하는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 속 깊
이 뿌리를 내리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뿌리가 자리를 잡은 뒤에 비로소 죽순을 내놓은 겁니
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내민 죽순들은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공급받아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창간 50돌을 맞은 전기신문에서의 시간도 어느 덧 5년을 지나가는 지금, 저도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떠 올리며 마
음을 다 잡습니다.
‘정론직필’이라는 어려운 말보다 불의(不義)에는 서릿발 같은 기사로, 소외된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는 가슴의 온기로
함께 하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담아.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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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사에서도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으면
김병일 산업경제팀

올해는 전기신문 창간 50주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기신문에 입사해 기자가 된 지 딱 5년이 되는 해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짧게 보면 짧지만, 길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
다는 것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 설렘. 기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해내야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 처음 이름을 달고 나
갔던 기사를 보고 느꼈던 뿌듯함과 아쉬움. 출입처를 받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나날들. 내가 쓴 기사를 보고 피드백
을 주셨던 독자님들.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돼 주었던 선후배님들과 동기님들.
잠깐 생각했는데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를 수없이 웃고 울게 만든 소중한 추억이죠.
그렇다면 그 10배의 세월을 보낸 전기신문은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추억이 전기신문을 거친 가족 분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그 추억의 일부를 50년사라는 이름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로 기쁩니다.
앞으로 먼 훗날, 100년사에서도 전기신문 가족 모두가 겪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공정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
이진주 전력에너지팀

전기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았고, 저는 입사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신문사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전기업계에서 인지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신문은 전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불합리한 법률 개정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산 속 ‘전기 없는 마을’의 모습
과 생활을 글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신문은 앞으로도 업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
입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 창간 100주년에도 전기신문은 업계 유명 인사들에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
의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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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0주년엔
더욱 자랑스러운 신문사로
전기신문 직원 명함에는 창간 50주년이라는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출입처에 다닐 때 명함을 건네면 전기신

홍예문 광고1팀

문이 50년이나 된 회사냐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광고를 수주하면서 50년 된 신문이라는 것을 무기로 광고를 수주하곤 합니다. 그만큼 50년이란 역사를 가
진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0년 동안 큰 위기 없이 회사를 운
영해오고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창간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제 후배들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신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축에 “홍예문“ 선배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기신문 파이팅!

스스로를 더 뜨겁게
담금질하며 달릴 것
어쩌면 지금은 전기신문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10여 년 전 전기신문은 전기계를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신문으로 전

윤대원 전력에너지팀

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새 수많은 전력·에너지 분야의 전문지들이 탄생했고, 이 도전자들의 진격 속에 우리 전기신문도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전기신문은 한 발 앞서고 보다 멀리 내다 본 기사를 통해 다른 전문지들과의 차별화를 꾀했
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전기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위기는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뜨겁고 괴로운 담금질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더 단단한 펜촉을 얻을 수 있었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
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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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라는 시간을 더한 우리의 펜은 앞으로 더욱 무거워 질 것이며,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우리는 스스로를 더 뜨겁게 담금질하며 단련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계 대표 전문지라는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고 100년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강화,
빠른 정보 전달 추구
박은지 전력에너지팀

전기신문이 48주년 되던 해에 전기신문의 일원이 돼, 50년을 함께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전기신문은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지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정보전달은 물론 관련 업계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했고, 심층적인 보도로 독자들에게 각종 읽을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5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전기신문은 더 큰 내일을 준비해야합니다.
먼저 인터넷과 모바일 페이지를 강화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독자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점을 고려
해, 여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신문의 콘텐츠가 되는 기사도 속보성을
높여 빠른 정보 전달을 추구해야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의 보도를 강화해
변화에 민감한 언론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는 전기신문 창간 50주년인 동시에 전력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점에서 지역에까지 위상을 떨치는 전기신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전문지의 장점을
극대화
이석희 산업경제팀

지난 50년 동안 전기신문은 전기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고,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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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AMI(지능형검침인프라)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대한 현장의 목
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뉴스, 독자가 원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산업이 발전할수록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전문지’가 갖는 한계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사를 독자에게 더욱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0년 후 전기신문을 지켜봐 주십시오.

전기신문,
새로운 5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1964년 5월 창간 후 지금까지 전기신문을 지켜주신 독자 여러분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광고2팀

지금 전기신문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사 전문지들의 발행과 경기침체 및 온라인 뉴스 호황에 따른 광고매출 감
소를 전 직원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회사라면 앞으로의 50년이 아닌 10년을 바라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신문은 이제 전력산업
계 NO.1 전문지라는 낡은 타이틀을 버리고 새로운 50년을 맞이하기 위한 새 출발의 1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건 현실을 받아드리고 쓰러져가는 많은 기업들 속에서 전기신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조직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50년 후 전기신문
100주년이 되는 날이면 퇴직 후 스스로가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의 회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299

| 현장스토리 |

자기 계발을 통해
전기업계 최고의 신문사로
정아름 경영지원팀

전기신문은 지난 반세기동안 고난과 역경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1985년 독립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전기신문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주1회에서 주2회 발행으로 늘어나면서 신문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소식들을 좀 더 일찍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기신문을 찾는 이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생명인 요즘 시대에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줄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신문사 임직원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계발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신문만의 장점을 살려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신문사는 각 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부상조하면서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전기신문사의 50년 뒤에 모습은 전기업계 최고의 신문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기계 기술동향,
진보와 혁신 깊이 다루길
최현정 편집팀

전기신문은 1964년 창간하여 지난 50년간 불철주야 달려오며 현재는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당당히 자리 매김 했
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전기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신문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 제공입니다. 독자는 우리 전기 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중요한 정보 지면을 통해 토픽에 대한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상세히 제시
하여 독자의 알고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판물 및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 전기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국가 중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인류를 밝혀주는 길라잡이입니다.
전기신문은 이러한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 동향 그리고 진보와 혁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항상 예의 주시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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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더불어 업계 오피니언 리더로서 전기 산업전체 발전에 기여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50년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50년이 기대되는 정론지 역할 추구
전기신문이 반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 향후 50년을 책임질 전기신문의 일원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지켜

김승교

본 전기신문은 전기 산업계의 현실을 비춰주는 대변인이자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보다 앞으로가 더욱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회는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를
요구하고 있고, 업역 간의 경계 약화와 통합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에 맞춰 현장의 목
소리와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전기신문은 발전보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신문의 50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AMI(지능형검침인프라)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의 면면을 비춰줘야 할 것입니다. 구독자들이 전기신문을 통해 신산업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
비할 수 있는 양질의 기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신문은 50년 동안 축적된 기자정신과 전문지의 전통을 바탕으로 먼 100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기
인들이 보고 싶은 기사보다 알아야 하는 기사를 먼저 반영하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50년보다 앞으로 50년이 기대되는, 전기·에너지계 대표 정론지 전기신문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신문,
지속적인 열정으로 변화 선도해야
전기신문이 50주년을 맞는 2014년 입사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의 시작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박경민

창간 이래 전기신문은 전력에너지 산업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전기계 이슈는 물론이고 전기의 소중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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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전기계 종사자간 친목 도모와 교류에도 앞장서는 등 전기문화 확산에도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종이신문의 위기는 전기신문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혁명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전기신문은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가독성을 높여 눈에 띄는 신문, 보기 좋은 신문으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전기신문은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읽고 싶은 신문, 발행일이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기 위해 변화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전기산업계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의 역할에도 더욱 매진하겠습
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열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신문은 순간의 이익이나 유혹을 쫓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며 공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전력에너지산업의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전력에너지 산업과 미래의 50년, 100년도 함께 하는 전기신
문이 되겠습니다.

치열한 오늘이 쌓인 50년
앞으로 더 치열해질 50년
위대용

전기신문 50주년에 입사해 그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감히 50주년의 한자리를 차지해도 될지 걱정도 앞
섭니다. 그만큼 5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 또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글은 남고, 말은 날아간다’고 합니다. 전기신문은 세상 여기저기에 날아다니는 말을 하나하나 모아 글로써 남겨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신문 기자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오늘’이 켜켜이 쌓여 어
느덧 5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50년간 이어져 온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책입니다. 더 질책해주십시
오. 맞는 만큼 더 성장하겠습니다.
전기신문은 전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보다 빨라야 합니다. 또 도중에 끊겨선 안 되고,
접촉했을 때 짜릿합니다.
짜릿하지 않으셨다고요? 독자 여러분이 전기신문을 접할 때마다 짜릿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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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어느덧 전기신문에 입사한지 6개월.

김성훈 전략사업팀

지난 전기신문을 이 자리에 오기 까지 이끌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과 독자 여러분이 있어 전기신문은 “창간 5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년 반세기동안 전기신문은 치열한 경쟁속에 전기, IT, 에너지, 원자력, 통신 등 관련업계 소식을 독자 여러
분께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기문화 창달, 공정성의 견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할수 있는 말, 저는 그 흔한 조언을 흔하지 않은 “귀한 조언”으로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50주년을 넘어 더 위해한 100년을 바라보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전기신문도 새로운 변화와 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흐트러짐없이 전진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기업계의 듬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한걸음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힘쓰겠습니다.

현 직원이 말하는 전기신문 50년&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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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ART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 Chapter 1

운영의 묘를 살려라

+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 Chapter 1

운영의 묘를 살려라

최적의 시스템으로 능률을 올리는 한편 자본
확충,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모든 독자들
이 부담 없는 구독료로 최고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01
대한전기신문 발행

● 전기신문 편집회의 1980. 8

초기
조직 구성

전기신문은 1964년 4월 17일 ‘대한전기신문’ 정기간행물 등록증(등록번호
다-51호)을 교부받아, 5월 1일 대한전기신문사를 발족하고, 5월 18일 대판(4면) 형태의 ‘대한전기신

문’을 발행했다.
이후 신문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분장업무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역할과 임무를 체계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에 주간의 하부조직으로 편집국을 두어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를 관장하는 방안과 주간이 편집국(편집, 취재)와 업무국(서무, 업무)을 직접 지휘하는
방안, 주간 아래 편집 겸 업무국장을 두어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를 지휘하는 방안 등 3개 안을 이
사회에 상정했다.
이중 최종적으로 협회 이사장이 발행인을, 전무이사가 주간을 맡고 하부조직으로 편집국을 두는
방안이 선택됐다. 편집국 내에는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를 두되 편집부는 편집·교정·정리·조
사·사진 지방을, 취재부는 업계나 각 협회를 비롯, 한전, 상공부, 철도청, 체신부, 교통부, 건설부,
조달청, 원자력원 등의 취재를 담당하고, 업무부는 광고 신문의 보급·서무·사업·신문 발송과
배달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편집취재진 구성에 나섰다. 직원채용은 신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부는
협회 기존 직원을 전보발령하기도 했으나 창간호 작업에는 편집부장 포함 겨우 9명만이 참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이 발간되고 1965년 결산 업무보고에서는 신문이 협회 기관지 역할 수행은 물
론 전기업계 대변지로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집행부 불신임 사태 등 일련의 커다란 파동을 겪은 협회는 제13회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행 총무부, 업무부, 기술부 등 3개 부서를 총무부, 기획부, 기술부로 개편하고, 신문부와 공제회
는 별도기구로 분리키로 결정했다.
이후 서대문구 평동의 신사옥으로 1967년 9월 이전하면서 건물 보수작업에 착수, 본관 지하에 문
선부를 설치하고 문선부 뒤쪽을 증축하여 정판부를 두었다. 그리고 인쇄시설 설치에 따른 문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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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설립 당시 조직도
● 신문 설립당시 조직도

발행인

주

간

편집국장

편집부

>>

취재부

업무부

1965 년 조직도
● 1965년 조직도

발행인

이사회

사무
분회

신문
분회

기술
분회

전무이사

기획부

신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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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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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기계, 주조 각 1명 등 4명을 채용하는 한편 별관 지하실을 확충, 현대식 인쇄기 등의 설치를 11
월 30일에 완료했다. 신문사 기구 역시 개편하여 기존의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 외에 공무부를 신
설했다.

축소·신설 등
이어지는 개편

1968년 3월 31일, 제4대 발행인으로 기상도, 편집인에 이판개가 선임된
후 4월 18일,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 공무부 4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던 신문사 기구를 편집국 산
하 편집부와 업무부로 축소 개편했다. 당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인데, 얼마 되
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제기됐다.
대외활동의 주축을 이루어야 할 취재부가 편집부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
며, 업무의 비중이 취재보다 편집 쪽에 더 치우친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인 호칭이
중요시되고 있는 신문사 본연의 업무를 감안해 취재부를 다시 만들고, 공무부를 부활시켜 공장을
관리하게 하고 서무과를 두어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 1971년 8월 25일 제81회 이사회에서 편집과 경영을 분리하기로 전격 결의, 9월 1일 K업무국
을 신설, 3국(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1과(서무과)로 조직체계를 변모시키고 편집권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취재영역의 폭도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쇄신했다.
개편에 따라 편집국은 취재, 편집, 조사(자료) 및 교정업무에 주력하되 경우에 따라 발송업무도 보
도록 하고, 업무국은 광고부와 보급부를 두되 도급계약자가 국장이 되도록 했다. 공무국은 제작 업
무를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간청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무과는 일반 서무행정 및 경리
외에 신문발송 등을 관장토록 했다.

1974년 창간 10주년이 되던 해, 재원학보가 어려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 감소 요인을
배제하려면 기구통합 등이 최선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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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3국을 통합해 편집국으로 단일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운
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기구 개편 이후 연간 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신문사는
편집국 아래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 공무부 등 4개 부서를 두게 됐다. 이후 임원들의 이동에 따라

1977년 6월 11일, 신문국 등의 호칭이 낯설다는 점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편집국으로 개칭하고, 협
회 내에서는 기존대로 신문국으로 호칭했다. 단 회계업무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서무
부는 본부 경리과로 통합시켰다.
이후 1980년 8월 12일 직원들이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협회 이사회에서는 기구
개편을 포함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후 부서별 직원 증원계획에 따라 업무국장 1명과
편집(교정) 담당 2명, 사진기자와 서무부장, 경리를 각각 1명씩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취재기자 6명
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선은 2명, 인쇄담당은 1명, 식자·조판 역시 1명, 주도·지형은 2명
을 증원하기로 의견은 모았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안타깝게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증원만 있었다. 대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편집국장은 편집·취재·출판 등 각 부
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면서 신문편집에 관한 운영·기획·관리를 담당케 하고, 업무국장은
공무·광고·서무·보급 등을 지휘 감독하게 했다.
편집부장은 편집·기획기사 출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각 담당자를 지휘 감독하고, 편
집담당은 편집·기획기사·외신번역·기사원고 정리·교정·원고청탁을 맡게 했다. 취재부장은
출입처 분담·취재·사진·원고청탁·자료수집 등을, 서무부장은 보급망 확대를 비롯하여 지방
보급소와 연락망 조직,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공무부장은 공무부 기능공을 지휘
감독하여 공장시설물을 유지·관리 감독하게 했다.

1981년에는 신문 대판 발행을 앞두고 증원이 이뤄졌다. 기존 신문국(편집국) 산하 편집부·취재
부·서무부·공무부 등 4개 통틀어 16명(수습 제외)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편집기자 1명, 취재기자

2명, 문선, 정판, 인쇄, 지형 담당 각 1명 등 7명을 증원키로 했다. 반면 오프셋 인쇄가 유행하면서
공무반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1983년 신문 제작이 오프셋 인쇄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직원이 전원 퇴사하고 타자수 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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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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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국(편집국장 겸직)

취재부

업무부

광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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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공 2명을 신규 채용해, 과거의 9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것이다.

1986년에는 2국 4개 부서에 임원(상임) 1명과 직원 22명(관리 9명, 제조 13명)으로, 사장과 전무이사
아래 편집국과 업무국을 두었고 편집국에는 취재부와 편집부를, 업무국에는 업무부와 광고부를 두
고 있었다.

1989년 5월 23일에는 신문보급 확충과 지사관리를 위해 보급부를 신설, 운영하고 취재 출입자의
구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종전의 편집국, 업무국 밑에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 광고부를 두던 2국

4개부서 체제를 편집부, 취재1·2부, 업무부, 광고영업부, 보급부 6개 부서로 늘려 세분화했다. 보
급부에는 지사, 지국, 보급소를 두고 취재부도 1, 2부로 세분화하여, 취재1부는 강전(强電)을, 취재

2부는 약전(弱電)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7월 20일 제13회 이사회에서 업무국의 광고영업 부서와 보급
부서를 영업부로 통합, 기구를 축소하고 직급별 직원 정원과 부서 업무를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로써 신문사 기구는 2국 6개 부서에서 2국(편집국, 업무국) 5개(편집부, 취재1·2부, 업무부, 영업부) 부
서로 축소됐다.
약 2년 후인 1991년 5월 22일, 또 한 차례 직제규정 개정이 있었다. 영업부서를 광고부와 보급부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영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취재부서는 강전과 약전 담당 외에 전기기기
제조회사 전문담당을 추가, 제조관련 기사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했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2국 5개
부서에서 2국(편집국, 업무국) 7개(편집부,취재 1·2·3부, 업무부, 보급부, 광고부) 부서로 나뉘었다.
편집부와 취재1부, 취재2부는 종전과 같은 업무를 맡았지만 신설된 취재3부는 제조부문 기획취재
와 그에 관한 원고청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신설된 광고부는 종전의 영업부가 담당했던 업무 중 광고청탁과 광고대행 계약에 관한 일을 맡게
됐다. 보급부 역시 신설되어, 신문보급 및 판매에 관한 업무와 지사, 지국, 보급소, 관리에 관한 업
무(판매관리, 수금관리)를 관장케 했다.

1994년 7월 7일 현행의 2국 7개부서 체제가 다소 방만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이사진들의 지적에 따
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부서의 일부를 흡수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2국(편집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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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6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영업부, 기획사업부) 부서로 기구를 개편했다.

업무에 관해서는, 편집국 편집부는 종전대로 신문의 편집 기획, 교정, 발간에 관한 업무를, 취재1
부는 상공자원부, 한전, 중전기업계, 전선업계, 전기공사업계 등의 취재와 그 원고청탁에 관한 업
무를, 취재2부는 과학기술처와 체신부, 에너지 관련단체, 산업전자, 조명업계 등의 취재와 그 원고
청탁에 관한 업무를 맡았으며, 취재3부는 폐지됐다.
또 업무부와 보급부, 광고부를 폐지하고 대신 총무부와 영업부, 기획사업부를 신설했다. 총무부는
신문사의 운영계획과 법규정, 회계, 급여, 경조 및 의전 등과 문서 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물품과
재산의 구매·공급·관리, 인장, 증명서 발급,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등을 맡았다. 영
업부는 신문광고 수탁과 신문대행 광고 계약에 관한 업무, 신문판매와 지사·지국·보급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획사업부에서는 출판 사업을 비롯하여 출판 광고 수탁, 출판대행 광고 계약, 출판
물 제작 및 신문사 중장기 발전방향 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1999년 2월에는 현행 기구를 취재1부와 2부, 총무과, 광고과로 개편, 업무 효율성과 기능 중심으로
바꿨다.
개편된 기구에 따른 업무분장은, 편집국 취재1부와 2부가 공히 신문 편집기획에 관한 사항과 원고
작성 및 청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되, 취재1부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전기공사업
계, 전선업계, 원자력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및 출자·출연기관, 조명업계 등을 주요 출입처로
삼고, 취재2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청, 에너지관리공단, 중전기업계, 전기조합, 전기공업진
흥회 등을 출입처로 정했다. 그리고 이외 기관의 출입담당 부서는 편집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
기로 했다.
신문사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과는 신문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변경·제규정의
제정, 개폐 및 그 해석에 관한 사항, 문서 수발 및 통제, 보존관리, 중요 인장 보관, 개폐 및 사용통
제, 물품의 구매·공급·관리 및 처분, 직원 인사 등을 관리했다. 또 직원 근무평정, 연수 및 교육,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이밖에 각종 서식 및 간행물 인쇄·관리, 도서 및
자료 구입 관리, 재산의 등기와 일반적 소송에 관한 사항, 임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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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케 했다.
현금·예금의 출납 및 보관,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경리, 자금운영, 제세공과금 신고·납부 및
세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계 관계 증빙서류 및 관계 장부 정리와 보관, 결산과 가결산 및 잉여금
처리,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총괄, 주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으며,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들도 총무과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광고과는 영업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광고수탁, 신문 판매 및 보급 등과 출판사업, 수탁광고
료 수금, 기타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했다.

광고팀
신설

1999년 3월 5일 사장 상부조직으로 회장제도를 신설한 전기신문은 이어
일 년 뒤인 2000년 5월 23일에는 1국(편집국) 5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기획사업부) 부서 체제로
기구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위의 부서 외에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부서를 두거나 부서 내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서장으로 국에 국장 또는 부국장을
두고 부에는 부장 또는 차장을 두었으며 회사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지사나 지국 또는 보급소를 두
기로 했다.
부서별 업무분장을 보면 편집부는 신문의 편집기획과 제작, 교정 및 발간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신문을 비롯한 모든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회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와 복무, 서무, 표창, 징계, 급여, 교육, 후생, 경조, 환경 및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는 예산 편성·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관이나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의 입안 및 해석, 총회·이사회 등 각종 회의 운영업무 역시 맡게 됐다. 그 밖의 문서·
기타 업무들은 모두 총무부 소관업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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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기획사업부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출판과 관련된 사업·광고수탁·대행광고
계약 등은 물론 각종 행사기획 및 운영, 출판물 기획 등과 함께 신문이나 간행물 보급 및 판매업무,
지사와 지국, 보급소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게 됐다.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도 24명에서 28명으로 늘렸다. 사장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상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서 간,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해 운용할 수도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기
간을 정해 임시직원을 둘 수도 있게 했다.
신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논설위원이나 고문, 촉탁직원 등을 두며 논설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 의
결에 의해 위촉하고 촉탁직원은 사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별정직 복무 및 보수는 따로 사장이 정하
도록 했다.

2003년에 들어서자 전기신문은 전문화,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1월 13일, 기존 편집부, 취재1·2부
의 편집국을 편집부, 전력에너지팀, 경제팀, 산업팀으로 개편하고, 기획사업부를 없애는 대신 광고
(마케팅)팀을 신설했다.

개편된 직제에 따라 편집부는 신문의 편집 기획 및 제작, 교정 및 발간,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전
력에너지팀은 국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원자력계, 발전, 전력거래 등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았
다. 또한 경제팀은 시공(전기공사, 건설, SOC, 통신·소방공사 등)과 송·변·배전, 안전관리 등을, 산
업팀은 전기기기(중전기·전선·조명 등), 부품소재, 연구기관, IT, 벤처, 유통, 학회 및 기타 다른 부
서에 속하지 않은 업계를 담당했다.
광고(마케팅)팀은 광고(마케팅) 전략 수립과 출판관계(광고 수탁, 대행광고 계약, 출판물 기획 등) 사업, 광
고 수탁, 신문이나 간행물 보급 및 판매, 지사나 지국, 보급소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총무부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일을 맡았다.
전기신문사는 2004년 상부조직으로 주주총회와 회장을 두고 그 아래 사장과 부사장을 두고 있으
며, 하부조직으로 경영관리국과 편집국을 두고 있으며, 경영관리국은 총무부, 광고(마케팅)팀을 두
고 있다. 편집국은 편집부와 전력에너지팀, 산업팀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직제규정에 의한 부서
외에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 부서를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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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했다.
부서장으로 국에 국장 또는 부국장을, 부에는 부장 또는 차장을 두고 팀에는 팀장을 두고,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사·지국, 보급소를 두되 이의 운영은 따로 정했다.
신문사 정원은 1직급 1명, 2직급 5명, 3직급 4명, 4직급 4명, 5직급 6명, 6직급 7명, 7직급 1명 등

28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서간, 직급간
정원을 사장이 조정해 운용케 했다.
부서장 자리에 결원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
리를 둘 수 있으며, 국·부국장, 부·차장, 팀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이외 수석기자와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기타 직원은 상
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수행된 업무를 수행하며 각자 부여된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논설위원을 비롯한 고문, 촉탁직원 등을 둘 수 있게 했으며 논설위
원 및 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위촉하고 촉탁직원은 사장이 임명했다.
각 직원별 업무분장 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업무 제휴를 비롯하여 소관업
무와 관련된 제도나 회사 규정에 관한 개선 건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 문서, 이용시설 등의 관
리 보존, 소관업무와 관련된 회의 운영, 소관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입안, 회사 발전 방안의 제시 등
은 전체 공통 업무로 규정했다.
부 혹은 팀에 상관없이 편집국은 정기간행물(신문 및 관련 잡지) 발행과 그에 관련된 계획을 공통 업
무로 했다. 편집부가 신문의 편집 기획 및 제작과 신문 교정 및 발간,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있으
며, 전력에너지팀은 국회, 정부, 원자력계, 발전, 전력거래 등 주요 취재원에 대한 취재활동과 이에
관한 원고 청탁 및 취재관련 계획의 수립을 담당한다.
경제팀은 시공(전기공사, 건설, SOC, 통신,소방공사 등), 송·변·배전, 안전관리 등 주요 취재원에 대
한 취재활동과 이에 관한 원고 청탁 및 취재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팀은 전기기기(중전기, 전선,
조명 등), 부품소재, 연구기관, IT, 벤처, 유통, 학회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계를 담당,

취재하고 이에 관한 원고 청탁 및 취재관련 계획 수립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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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팀은 광고(마케팅) 전략 수립을 비롯한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사업, 광고수탁, 대행과고 계
약, 기획 등)를 담당하며, 신문·간행물 보급 및 판매, 신문 광고 수탁, 지사와 지국·보급소 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신문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총무부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회사 운영계획 수립
을 비롯하여 인사, 복무, 서무, 표창, 징계, 급여, 교육, 후생, 경주, 환경 및 의전을 담당하고 있으
며 또한 각종 행사 기획과 운영을 비롯한 예산편성, 조정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정관, 제규정의 제·
개정, 폐지의 입안 및 해석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무부는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운영 부서이기도 하며 문서의 수발 및 통제, 보존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물품구매와 공급, 관리를 비롯 재산의 등기와 일반 소송
업무, 구독료 및 광고료 부과 및 수납, 세무 및 결산, 회계장부 기장과 관리,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도 총무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외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모두를 총무부
에서 관리다.

2004년 총 28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후 조직 개편 없이 2005년과 2006년에는 총 29명,
2007년, 총 28명, 2008년 총 27명 등 직원의 수만 변화가 있었다.
2009년 경영관리국 산하에 전략사업팀이 신설되면서 직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신설된 전략사업팀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각종 행사 기획과 대외 사업 수주, 출판사
업 기획, 기타 수익성 사업 발굴 및 운영을 담당케 했다.

2014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7월 14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편집국과 경영관리국으로 나뉘었던
조직을 편집국과 광고국, 경영지원팀, 전략사업팀으로 나누고, 광고국은 1팀과 2팀으로, 편집국 산
하에는 건설시공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본부를 신설했다. 2014
년 9월 현재 총 직원 수는 30명을 유지하고 있다.

Chapter 1 운영의 묘를 살려라

319

>>

320

조직 개편 주요 내용 (1964 - 2014)

연도

주요 내용

1964

협회 이사장이 발행인을, 전무이사가 주간을 맡고 하부조직으로 편집국. 편집국 내에는 편집부, 취재부, 업무부로 구분

1965

총무부, 업무부, 기술부 등 3개 부서를 총무부, 기획부, 기술부로 개편하고, 신문부와 공제회는 별도기구로 분리

1967

공무부 신설

1968

편집부와 취재부, 업무부, 공무부 4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던 신문사 기구를 편집국 산하 편집부와 업무부로 축소 개편

1971

업무국 신설, 3국(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1과(서무과)로 개편

1974

기존 공무국, 업무국, 편집국 3국을 통합하여 편집국으로 단일화

1977

서무부는 본부 경리과로 통합

1980

최소한의 증원

1983

인원 축소(신문 제작이 오프셋 인쇄방식으로 바뀜)

1986

사장과 전무이사 아래 편집국과 업무국. 편집국 아래 취재부와 편집부, 업무국 아래 업무부와 광고부

1989

보급부 신설. 2국 4개부서 체제를 편집부, 취재1·2부, 업무부, 광고영업부, 보급부 6개 부서로 늘려 세분화.
이후 광고영업 부서와 보급부서를 영업부로 통합, 2국 5개부서 체제.

1991

영업부서를 광고부와 보급부로 이원화. 취재부서는 강전과 약전 담당 외에 전기기기 제조회사 전문담당을 추가. 2국 7개 부서 체제.

1994

2국(편집국, 업무국) 6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영업부, 기획사업부) 부서로 기구 개편.

1999

현행 기구를 취재1부와 2부, 총무과, 광고과로 개편.

2000

1국(편집국) 5개(편집부, 취재1·2부, 총무부, 기획사업부) 부서 체제

2003

기존 편집부, 취재1·2부의 편집국을 편집부, 전력에너지팀, 경제팀, 산업팀으로 개편하고, 기획사업부를 없애는 대신 광고(마케팅)팀을
신설.

2004

경영관리국 편집국 체제. 경영관리국 산하 총무부, 광고(마케팅)팀, 편집국은 편집부, 전력에너지팀·산업팀(산업경제팀)으로 나뉨.
(이 부서 외에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의 부서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2009

경영관리국 산하에 전략사업팀 신설

2014

편집국과 광고국, 경영지원팀, 전략사업팀으로 나누고, 광고국은 1팀과 2팀으로, 편집국 산하 건설시공팀 신설. 지역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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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의 변화

초기 어려움 딛고
꾸준히 성장

전기신문은 창간 원년인 1964년 창간호부터 연말까지 총 33호가 발행됐
다. 이 해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구독료 30만2,090원, 광고료 95만8,700원, 찬조금 52,307원(금성
사 2만원, 한전 18,307원, 승전사 14,000원) 등 총 131만3,097원의 수입과 함께 지출은 제작비 51만248

원, 비품비 60,830원, 인건비 44만8,175원, 기타 70만780원 등 172만33원을 기록, 수입에 비해
지출 초과액이 40만6,936원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다.

5월18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12월말까지 미수금은 구독료 미수금 19만8,900원과 광고료 미수
금 26만8,100원 등 총 46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광고주와 회원 구독자들의 자금사
정 악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구독료 미수금 내역은 일반 6만3,120원, 관공서 7만860원, 지사 6만

4,920원 등 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는 제반 시설비 부담에다 창간호부터 7월말까지 선전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무려

3개월 가까운 기간을 무가지로 배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7월말까지 이미 32만273원
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발행 기간인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적자의 폭은 크지 않았기에 협
회는 1965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운영합리화를 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개월 분의
인건비와 2개월 분의 제작비 지불보장은 협회가 하기로 했다.
이후 1987년 3월 31일까지의 재무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유동자산 2억7,857만6,000원(예금 등
1억6,797만8,000원, 외상매출금 등 1억1,059만8,000원)과 고정자산 7,994만9,000원(유형자산 2,458만
5,000원, 이연자산 911만2,000원, 기타자산 4,623만2,000원)으로 자산총계는 3억5,85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채 및 자본은 부채 4,499만3,000(부가세예수금 등 유동부채)과 자본금 3억1,353만

2,000원(자본금 3억900만원, 이익잉여금 453만2,000원)으로 총 3억5,852만5,000원이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200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구조는 유동자산 10억415만8,000원(예금 등 3억
6,057만9,000원, 외상매출금 등 6억4,355만9,000원)과 고정자산 5,868만원(투자자산 1,861만2,000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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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부문 현황표 (2004 - 2013)

(단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업 수익

101.8

98.8

103.8

106.0

103.6

93.3

95.11

105.56

102.26

97.96

영업 외 수익

113.2

109.0

147.8

147.8

특별 수익

102.4

115.5

105.2

105.9

236.1

116.3

190.55

86.25

93.18

105.53

총계

102.1

102.0

104.6

114.4

127.1

97.6

107.05

99.93

99.97

99.74

※ 2004년∼2010년은 예산 대비 실적 현황, 이후 2011년∼2013년은 작년 대비 증감율. 2008년부터 특별 수익은 영업외 수익에 포함된 수치임.

형자산 3,430만8,000원, 무형자산 576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0억6,283만8,000원으로 약 3배가 늘어났

으며, 부채 및 자본은 부채 2억6,146만8,000원(부가세 예수금 등 유동부채 1억8,668만4,000원, 퇴직급
여충당금 등 고정부채 7,473만8,000원)과 자본금 8억137만원(자본금 10억900만원, 이익잉여금 △2억763만
원) 등 총 10억6,283만8,000원으로 역시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였다.

독립법인 직후와 2003년의 재무구조를 비교해 보면 유동자산은 7억2,558만2,000원이 증가한 반
면 고정자산은 2,126만9,000원이 줄어 총 7억4,313만원의 자산이 증가, 초기 대비 207%의 성장률
을 보였다. 부채 또한 독립법인 직후와 비교하여 2억1,647만5,000원이 늘어 자본금은 4억4,284만

5,000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독립법인 직후와 2003년 12월 말 까지의 재무구조를 비교해 보면 7억
4,313만원이 증가했으며, 부채 자본 또한 200%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자본금
19억으로 성장

전기신문은 이후 신문과 출판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도 늘어 가면서 점차 성장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익 부문을 들
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은 영업 수입 뿐만 아니라 영업외 수입, 특별 수입까지 모두 실적 100%를 넘는 실적을 올리
며 전기신문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갔다. 2005년도엔 영업 수입은 비록 98.8%로 부진했으
나 특별 수입에서 회원명부와 전기설비 관련 수입 증가로 115.5%의 실적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한파가 국내를 덮치면서 광고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2009년과 2010년 광고 수탁 실적은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88.7%, 89.44% 등의 실적을 내면서 고
전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2010년 전기신문과 전기설비의 판매 호조와 골프대회 등 사업 부문에서
의 수익 증가에 따라 총 수익은 107.05%의 실적을 올렸다.

2011년에는 광고 수탁도 늘어 2010년 대비 실적 106%를 기록했으며, 2012년도 역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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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동 사항
년월일

주식
종류

-

보통주

증자
주식 수
30,900주

증자
금액

증자 후
자본금

비고

-

309,000,000원

설립 시 발행
-

1997. 5. 22

보통주

20,000주

200,000,000원

509,000,000원

2000. 8. 16

보통주

50,000주

500,000,000원

1,009,000,000원

-

2010. 4. 30

보통주

45,760주

457,600,000원

1,466,600,000원

발행가액 15,000원

2013. 9. 12

보통주

46,000주

460,000,000원

1,926,600,000원

발행가액 15,000원

102.26%로 호조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13년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작년과 비슷한 97.9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때로 적자를 보여도 전기신문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려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 전기신문
의 자본금은 2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출판 사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쌓아온 노력과 함께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이어진 주식 증자의 영향이 컸다.
전기신문은 1997년 5월 기존 3만 900주에 2만주를 더 발행하면서 약 2억 원을 증자했고, 2000년
에는 5만주를 더 발행했다. 이때부터 자본금 10억 원의 언론사로 성장해 나갔다. 이후에도 2010년
에 4만5,760주를 2013년에 4만6,000주를 더 발행하면서 자본금은 2013년 말 현재 19여억 원에 육
박했으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금액은 2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전기신문의 자산 총계는 38억6,484만1,163원(유동자산 30억5,270만651원, 비유
동자산 8억1,214만512원)이며, 부채는 총 11억8,382만7,915원, 자본은 총 26억8,101만3,248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에 비해 자산의 경우 약 3.6배가 늘어났으며, 부채는 약 4.3배, 자본은
약 3.4배 증가한 것이다. 세월의 흐름만큼 성장한 전기신문의 현재를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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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언제나 독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문
제작에 모든 힘을 쏟으며, 보다 가깝게 독자
와 함께 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업계 및
일반 독자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01

● 1964년
당시 전기신문

독자를 위한 편집

사보에서
범전기전문지로

전기신문은 1964년 5월 18일 주 1회 대판(4면) 형태의 ‘대한전기신문’으로
창간됐다. 당시 전기업계 현안문제와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기사가 주를 이뤘고, 거기에 전기
기술정보 제공과 전기 자재 시세를 고정란으로 다루어 공사수급 및 설계 지침으로 활용됐다.
창간호는 유실돼 볼 수 없지만 당시 이사회의록에 근거한 기록에 따르면, 제1면에는 정부 전기시책
관계기사, 사설, 사진기획물, 전기 시사만화, 단평란(短評欄), 금주 발전량, 기타 수요량, 인사동정
광고(5단) 등이, 3면에는 전기업계 관계기사, 중요업계 순례기, 가십란, 정전뉴스, 연재만화, 업계동
정, 안내란(개안적인 매매란), 기획물 등이 게재됐다. 4면에는 한국전력계 인사전(人士傳), 연구논문,
전기용어풀이 사전, 전기인들의 문예기사, 기타 교양물, 전기공사 수첩 등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창간 이듬해인 1965년에는 신문부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차제에 편집방향을 대폭 바꿔버리자는 내
부 여론이 한데 모아지면서 전기업계 뿐 아니라 에너지·통신·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취재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비판기능을 보다 더 강화시켜 불법 부조리를 고발하는 한편 관계기
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갔다.
사설과 시론 등을 게재해 독자들에게도 올바른 시국관을 심어주는데 앞장섰으며, 만화와 가십을
통한 간접 비판도 시도했다.
외부 유명인사의 투고란을 만들어 독자의 시야를 넓히는 노력과 함께 전기공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주지시키고 전기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나 전기계 각 부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전기·통
신 등 각 분야에서 역점 또는 현안사업들이 시행, 추진될 때마다 이를 특집기획물로 다뤄 중점적으
로 홍보하기도 했다.
독자들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가능한 한 다채로운 편집, 폭넓은 취재를 시도하였고, 전기업계 전반
에 걸친 발전과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면서 범전기전문지로 취재영역을 확대, 점차 자리를 잡아가
기 시작했다.
한때 폐간되는 위기에 몰렸으나 1966년 ‘대한전기신보(이하 전기신보)’로 신문제호를 바꾸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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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대한전기신보
당시 신문

19일, 공보부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복간을 마쳤다.
이후 첫 호 특별기획으로 ‘동남아의 전기공업 실정(당시 이사회의록에 근거하여 추정)’을 게재하는 등
종합전기전문지 성격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뉴스 보도에도 적극 나섰다.

1967년에는 특집호 발행이 눈에 띈다.
전기신보는 1월 5일자 새해기념 특집으로 16면을 발행했으며, 5월18일에는 창간 3주년 기념 특별
호로 24면 증면 발행했다.
이 해 2월, 파월 전기기술자 중에서 특파원을 신규 채용했는데, 말하자면 신문 최초의 통신원 제도
라 할 수 있겠다.

1969년 10월 1일, 전기신보는 주 12면으로 증면 발행됐고, 편집방향에도 본격적인 변화를 주기 시
작했다. 1·2·3·4면에는 보도기사를, 5면 해외기사, 6·7면 시사 기획기사, 8·9면 학술 및 기
술기사, 10·11·12면에는 물가 시세를 게재했다.
당시 신문 역시 유실된 관계로 이사회의록 자료를 따르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사·기획물에 초
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부정·부조리 고발 등 신문 본연의 비판기능을 강화해 나갔으며, 사설·시론·논설 등을 통
해 독자들을 계도하고 만화나 만평을 이용한 희화적인 시사비평도 지속적으로 실었다.
한편 전문지의 딱딱한 지면을 지양하기 위해 ‘금주의 아이디어’ 난을 신설, 일반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전기신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고발, 비판기사를 강화했다.
1971년 8월 25일 제81회 이사회에서 편집쇄신책으로 전기계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논설위원으로
위촉, 계도기사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기술·교양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이후 1974년에는 창간일 보다 이틀 앞선 5월 16일 지령 360호를 창간 10주년 기념 특대호로 발간
하기로 결정, 20면을 특별히 할애해 알차게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5년에도 창간 11주년을 맞아 20면 기념 특집호를 발행했고, 이듬해인 1976년에는 논설위원제
도를 신설하고 논설기능 강화를 위해 11월 11자부터 ‘고압저압’난을 신설, 2면 혹은 3면에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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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편집 변화 (1964 - 1980)
주요 내용
연도

면수

내용

1964

주 1회 4면, 대판

업계 현안문제와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기사 형식

1965

-

전기업계 뿐 아니라 에너지·통신·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취재 영역 확대. 비판기능을 보다 더 강화시켜 불법
부조리를 고발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기사 비중도 확대.

1966

타블로이드판 8면

종합전기전문지 표방

1967

-

1월 5일자 새해기념 특집호(16면) 5월18일 지령 147호, 창간 3주년 기념호(24면) 증면 발행

1969

12면으로 증면 발행

-

1971

-

전기계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논설위원으로 위촉, 계도기사에 중점, 기술·교양기사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1974

-

5월 16일 지령 360호 창간 10주년 기념 특대호(20면) 발간

1975

-

기념 특집호(20면) 발행

1976

-

논설위원제도 신설, 논설기능 강화

1977

-

사상 최초 호외(총 4면) 발행(1977년 11월 19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1980

-

편집 다양화(취재원 발굴로 살아있는 기사 편집과 시각적인 효과 위해 현장 사진이나 도표 등을 적극 활용) 방안

으로 싣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7년 5월 12일자(지령 621호)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신문의 기능
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고정논설란을 만들었고 또 시의 적절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워낙
협소한 지면 탓에 시급한 현안문제들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기신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으며, 1977년 11월 19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자 창간 이후 최초로 이를 알리는 호외를 발행했다. 11월 19일자로 전기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대통령령 제874호로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다는 내용
과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전문을 총 4면에 걸쳐 전문을 게재한 것이다.

1980년 8월 12일, 협회 이사회는 기구개편을 포함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판형을 대판으로
변경하고 8면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의 내용을 결정했다. 또 편집 다양화 방안으로는 취재원 발굴
로 살아있는 기사를 편집하도록 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현장 사진이나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
는 방안이 나왔다.
개선책이 발표된 후 조정된 지면구성은, 1면에 전력정책·전력사업을, 2면에는 전기경제·자원에
너지·원자력관계·대체에너지, 3면에는 전기공사업·기획기사를, 4면은 전기공업, 5면 협회소
식, 6면 기술개발사업·기획기사·부령(部令)·법규·기술해설·전기관계 일반소식, 7면 전자통신
사업, 마지막으로 8면에는 해외기술과 국내외 전기관계 특허품 소개를 담았다. 물가 시세는 별도
인쇄하여 매월 2회 부록으로 발행했다.

주 2회
16면 증면까지

1981년 전기신보는 진정한 신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11월 5일 계획
대로 지령 835호를 신문 대판으로 발행했으며, 첫 호는 모두 12면으로, 1면과 8면은 컬러판으로 특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327

>>

주요 편집 변화 (1981 - 1998)
주요 내용
연도

면수

내용

1981

대판으로 판형 변경

대판 첫 호 12면 구성. 1면과 8면 컬러판, 컬러 발행 신문 2호 기록.

1983

-

오프셋 이용 첫 신문 발행. 제호 「전기설비」기술지(4×6배판, 180쪽) 창간(11월 10일).

1984

-

5월 17일 창간 20주년 기념특집호 발행.(컬러 4면 포함, 14면)

1986

-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 발족일인 9월 1일 신문제호 영문표기는 「The Korea Electric Times」로,
회사명은 ‘Korea Electric Times co.Ltd.’로 결정.법인발족기념 10월 9일자 특집호(지령 제949호, 16면 컬러특집)
발행.

1987

격주 12면 증면

11월 2일자 지령 1,000호(16면, 컬러면 포함) 발행. 컬러면 포함 16면으로 발행된 지령 1,001호 11월 16일자부터
「한국전기신문」이라는 제호 처음 사용.

1988

매주 12면 발행

-

1992

격주 16면 발행

-

1996

수시 증면 발행

기본 16면 외에도 평균 3개월 두 번 꼴로 특별이슈를 잡아 20면, 24면, 28면 등 수시로 증면 발행.

-

편집체제 일대혁신 단행.
전면 가로짜기 시행(제호도 종에서 횡으로)과 지면을 명확히 구분하는 섹션별 지면 구성 시도. 활기찬 이미지
강화 위해 면별 편집시스템 새로 마련. 현장 분위기 전달 위해 기동취재 강화와 심층취재란을 통해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제공.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기사를 박스형 편집으로 게재.

1998

별히 꾸며 컬러 발행 신문 2호를 기록했다.
또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오프셋 기술을 이용해 신문을 찍었다. 1983년 12
월 8일자(지령 제816호)가 첫 오프셋 인쇄 신문이 됐다. 신문의 한정된 면을 보충하는 한편 국내외
신기술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자 「전기설비」라는 제호의 기술지를 4×6배판에 180쪽으로, 11월 10
일 처음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후 1984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컬러 4면을 포함, 14면의 기념특집호를 발행하며, 20년이라는 세
월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고군분투하며 걸어온 지난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6년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로 독립법인을 세우고, 법인발족기념 특집호를 계획, 10월 9일자
지령 제949호는 16면 컬러특집으로, 창간 23주년 만에 발행된 지령 1,000호(1987년 11월 2일자) 역
시 알찬 내용을 담아 16면(컬러면 포함)으로 발행했다.
지령 1,001호 역시 컬러면 포함하여 16면으로 발행됐는데, 이 호부터 「한국전기신문」이라는 제호
를 처음 사용하게 된다. 이어 1987년 7월부터 격주 12면으로 증면, 지면에 내실을 기했으며, 1988
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12면을 발행했다. 이렇게 일간지를 향한 빠른 행보는 꾸준히 이어져 1991
년 11월 7일 개최된 제18회 이사회에서는 현행 주1회 12면 발행에서 격주 16면으로 증면발행을 시
행하고, 향후에는 주2회 발간까지 목표로 하는 계획이 보고됐다.
이는 이듬해인 1992년 1월 6일자부터 격주 16면 증면 발행 시행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전기신문
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92년 7월 6일자로부터는 매주 16면 발간과 함께 특집 등을 통해 사실상
의 증면발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용은 당시 전기산업과 관련된 정책, 경제, 시공, 기술, 제조, 유통, 학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전기관련 업계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했다. 또 정책관련 보도를 위해 국회,
통산부, 과기처, 건설부, 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정부 부처를 주 출입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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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가로짜기
편집 시행을 알리는
신문 사고

지면구성은 기본 16면 외에도 평균 3개월에 두 번 꼴로 특별이슈를 잡아 20면, 24면, 28면 등 수시
로 증면 발행했다.

1998년 IMF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창간 34주년을 맞은 한국전기신문사는 편집체제의 일대
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의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전면 가로짜기’22를 시행, 이에 맞춰 제호 역시 종에서 횡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기사를 박스형 편집으로 게재했다. 섹션별로 지면을 구성해 종합, 신기술, 원자력, 전기공업,
한전소식, 외신, 전기안전, 전기공업, 조명, 사회문화면 등으로 지면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격에 맞
춰 유익하고 발 빠른 기사를 담았다.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면별 편집시스템도 새로 마련했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동취재를 강화하는 한편 심층취재란을 통해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 전기계에 활력과 희망을 함께 주는 언론으로 거듭났다.
이를 반영한 창간기념 특집 5월 18일자(40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2면 종합, 3면 한전 신임사장 인터뷰, 4면 산자부 전력심의관 인터뷰, 5면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인터뷰·기고, 6~8면 창간 34돌 축하메시지, 9면 전기공사업계 새로운 주역, 10면 원자력, 11면
한전 중기지원 사업, 12면 외신, 14면 전기계여사장, 15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16면 에스코, 18면
단체수의계약, 19면 문화, 21면 한전소식, 22면 HELLO MONDAY, 23면 사회, 24면 송전선로 건
설현장을 찾아, 25~32면 전시회 특집, 33면 전기공업계 설문조사, 34면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36면 간담회, 37면 조명, 38면 기고, 39면 전선 구조조정,그리고 마지막 40면을 비롯, 나머지 면에
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제 과거의 ‘읽는 신문’에서 벗어나 보다 편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춘 ‘보는 신문’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22

가로짜기 편집은 사실 10여 년 전인 1987년 6월 18일자 ‘문화게시판(8면)’부터 이미 일부 시도됐으며, 이후 7월 13일자부터 조금 더
확대해, 사설(2면)과 경영실무강좌(10면)를 비롯한 마지막 면 전면에 걸쳐 가로짜기를 실시했다. 전면 가로짜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창간 34주년인 1998년 5월 18일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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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편집 변화 (2002 - 2014)
연도

주요 내용

2002

신문제호 를 「전기신문」으로 바꾸고, 국내 전문지로는 처음으로 살구색 고급용지 인쇄.
월요일자 지면 20면 증설, 매주 월요일 자에 사설 게재. 컬럼란(‘등촌광장’)을 신설과 ‘데스크 칼럼’, ‘기자의 눈’ 상설화. ‘독자투고’ 난 신설하는 등 오피니언 지면도
대폭 확대 강화. 출입처 재배치 및 교열 아웃소싱, 통신원 활용 등 인력운영 부문 개선.

2003

기획물 ‘ⓔPower Korea’(올 컬러) 제작.
독자서비스 차원의 타블로이드판 별지부록 e-Power Korea( ⓔPower Korea와 별도의 부록)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
인물정보 강화 위해 ‘월요초대석’과 취업면(Hello Job) 신설.
종래 1면이던 전기공업 면을 2면으로 증면, 전자분야까지 취재영역 넓히는 한편 정보화 사회를 주 내용으로 하는 'e라이프, 디지털세상‘ 신설.
전기산업계 단독조사로는 최대 규모이자 전기신문 사상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 시행.

2004

‘전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국민들 대상 의식개혁 운동 시행.
풍부한 기획시리즈 게재와 독자와 일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신문으로 변모 노력.
내용 면에서는 ‘사이버 민원실’을 시리즈로 게재, ‘명장열전(名匠列傳)’, ‘그때 그사람’, ‘갑론을박’, ‘만나봅시다’, ‘내 인생의 한 장면’ 등 생생한 현장 기사 보강.(8월)
기업 면 보강 전문코너 신설, 다양한 내용의 코너 신설.(11월)

2005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사업과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지면 혁신 시도.
전력에너지 면, 기업 면 기능 대폭 강화, 연구개발 면 신설, ‘아이러브코리아’, ‘물 자원 시대를 준비’ 등 기획·연재물 집중 발굴. 전기문화 면 주간 전기문화가(街)를,
국제 면 영어퍼즐과 비즈니스 생활영어 코너 신설. 전력계 전문가들로 등촌 칼럼 새 필진 구성.(6월)
‘IT/전자면’ 신설(12월 12일)

2006

목요일 발행신문을 16면으로 증면, 2개 지면의 목요기획 신설, 경제면 신설(4면 증면, 제호 디자인 변경).
월요일 자 전력 에너지 섹션과 기업·경제 섹션 강화. 기업 면에 '전기산업계 상장기업 증시 동향' 고정 게재.(3월 13일)
온라인 기사스크랩 기능을 갖춘 ‘스크랩마스터서비스 시작.(3월 20일)
글로벌 전기계 정보 전달(1월 5일 중동 특수, 아시아 경기회복 등 호조세, 해외건설수주 기사를 시작으로, 4월 6일·상하이(上海) 리포트 게재. 4월 17일 ‘현장 르포
캄보디아 전선 시장을 가다’ 게재. 10월 16일 ‘역동하는 시장 베트남을 가다’, 8월 31일 자 목요기획 ‘남미전력시장 현황’, 11월 30일‘거대 대륙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기획 기사 게재, 12월 11일 종합 면 ‘세계전력 산업동향’이라는 연재 기사 게재 등).

2007

핵심뉴스 1면, 2면 배치, 사안별 심층 분석보도. 기존 한전과 발전거래, 원자력, 에너지 등 전력·에너지 관련 면을 발전과 송전 배전 시공 등 전력계통 흐름에 따라
새롭게 구성. 기업면 새로운 디자인, 신기술·신제품 관련·코너 확대. CEO면 신설과 외부전문가 기고 늘리고, 정책면 활성화(3월), 해외전기산업동향 보도 확대.
‘e사회로 jump' 코너와 ‘생활 속의 전기코너’ 신설.
편집 부분 컷과 도표, 사진을 다양하게 사용해 독자들의 시야를 넓게 해주고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

2008

신년특집호 60면 증면 발행.(1월 3일)
‘기본을 세우자’(연중캠페인) 관련 총 20편 시리즈 연재.(3월 합동취재반 구성), 전국면(목요일자) 신설. 정책면(월요일자) 확대.
‘해외 신상품’→‘세계 속 새상품’, ‘기자의 눈’→‘현장 취재’, ‘백국환의 목요아침’→‘백국환의 키보드’, ‘화제의 인물’→‘인물포커스’.
‘진시현 기자의 원자력에세이’(월요일자)와 ‘술술 생활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월요일자)’, ‘인터넷 유머’(월요일자) 신설.
편집 디자인 부분, 신문 본문 크기와 행간을 조금 크게 조정하고, 현장취재나 인물포커스, 이슈&이슈 등 고정 연재 코너 디자인 교체.(7월)

2010

‘그린비즈니스’, ‘통신/가전’, ‘파워인터뷰’, 등 코너 신설.(3월 22일) / 전력기반조성사업 기획 연재 기사 게재.(4월1일)

2012

입찰정보 면과 라이프 면 신설.(1월 9일)
창간 48주년 특집 56면 발행, 탐사기획 코너 총 4편 연재.(5월 17일)
문화면 대폭 개편, ‘네오 뽀또크로미’ 연재 마감→‘삼국지 인물론’(7월), ‘길과 발걸음.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 지역 전래 신화와 전설, 민담
소개하는 코너, 출산 장려 프로젝트, ‘행복이 방울방울-다둥이네(4명 이상의 자녀를 둔 3가족)’와 ‘세계 속 멋과 맛’ 등의 코너 신설.(8월)

2013

‘ICT(정보통신기술) 면’과 ‘철도 면’ 신설. 지방네트워크 구축.
오피니언 필진 대폭 교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전기신문 홈페이지 등록. 모바일서비스(m.electimes.com) 개시.(7월 12일)
「전기설비」지 창간 30주년 특집호 발간.(10월)

2014

연중기획물 ‘5대 제언’, ‘50인의 CEO를 만나다’, ‘에너지 이슈 보고서’ 등 게재.
지역네트워크 강화, 스마트그리드 ICT 등 창조산업분야의 취재원 확대.
지령 3천호 발간, ‘지난 10년간 전기신문을 관통한 10대 이슈(2004년~2013년)’와 ‘미리보는 4000호’라는 제목으로 ‘제4세대 원자로 상용화 '눈앞'’, ‘전국 모든 가구
한국형 PLC 기반 AMI구축 완료’, ‘'신 한반도 라인'이 뜬다’, ‘대한민국 경제영토 TOP 10 진입’ 등 기획기사 게재.(5월 29일)
건설시공팀 신설, 취재강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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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색 용지로 바뀐
2002년 전기신문

독자를 위한
컨텐츠의 진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기신문은 취재를 한층 강화하고 독자들을 위한
컨텐츠 발굴에 고심했다.

2002년 7월 25일, 신문제호를 「한국전기신문」에서 「전기신문」으로 바꾸는 한편, 월요일자 지면을
20면으로 늘리고 사설을 게재, 전기계 현안과 사회 이슈를 독자들에게 짚어주었다. 또한 ‘등촌광장’
이라는 컬럼란을 신설, 각계의 명망 있는 필진을 모시는 한편 ‘데스크 칼럼’과 ‘기자의 눈’을 상설화
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 근거 제공과 국내외 중요한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독자투고’ 난을 신설하는 등 오피니언 지면도 대폭 확대 강화했다. 여기에
가독성을 높이고자 용지도 국내 전문지로는 처음으로 살구색 고급용지에 인쇄하기 시작했다.
외면과 내용, 모두 ‘제2의 탄생’이라는 각오로 개편에 임한 것이다.
또 8월 5일 월요일 자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경제칼럼과 만화를 신설했다.
김진동 씨(서울경제신문 주필)의 명쾌한 경제·사회관련 칼럼인 ‘김진동 칼럼’(목요일자)과 시사만화가
박상기 씨의 ‘세상만사’(2면), ‘고주파씨’(사회면)를 월·목요일에 고정 게재토록 하고 독자투고란을
활성화했다. 데스크 칼럼 코너를 만들어 이슈화되는 사건이나 정부정책 등에 대한 전기신문사 데
스크의 목소리를 담는 한편 ‘기자의 눈’ 코너를 새롭게 게재, 최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바라보
는 전기계에 대한 날카로운 견해도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2003년에 들어서 전기신문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기획특집과 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다각도로 구사했다.
전력에너지팀과 산업팀, 경제팀이 월 1회씩 ‘ⓔPower Korea’와 같은 기획물을 게재하기로 하고, 5월

19일자로 29~43면에 걸쳐 심층취재 및 기획기사를 컬러로 게재,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과시했다.
창간 39주년을 맞아 독자서비스 차원의 타블로이드판 별지부록 e-Power Korea(ⓔPower Korea와
별도의 부록)를 제작, 총 48면에 걸쳐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인물정보 강화를 위해 가을 개편을 통해 10월 6일자부터 ‘월요초대석’을 신설하고, 청년실업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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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면(Hello Job)을 새롭게 마련하고 취업 포털사이트 커리어(www.
career.co.kr, 대표: 이경우)와 업무제휴를 맺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

공했다.
제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종래 1면이던 전기공업 면을 2면으로 증면하고 전자분야까지 취재영
역을 넓히는 한편 정보화 사회를 주 내용으로 하는 ‘e라이프, 디지털세상’도 신설했다.
전기신문은 또 전력수급정책 전반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자 한전을 비롯한 주요 전력산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전기산업계 단독조사로는 최대 규모이자 전기신문 사상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단계 더 성숙한 전기신문은 2004년부터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의
식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다. 먼저 창간 50주년을 맞이하는 2004년은 한 해 동안 ‘전기사랑, 나라사
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월 5일부터 2월 7일에 걸쳐 ‘국민 인식전환 시급하다(1부)’라는
제목으로 특집물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했다.
본래 역할인 지면을 통한 풍부한 정보 전달은 물론 독자와 일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이벤트를 통해 업계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국민의 신문으로 변모해 나가
기 위함이었다.
창간 40주년을 기념한 5월 17일자 특집호를, 월요일자로 44면을 할애, 발행하는 한편 9월에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신문인 일렉타임즈(www.electimes.com)로 재창간했다.
오프라인 신문의 보조성격이 강했던 기존 전기신문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 전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거듭난 것이다.
연이은 지령 2000호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전기공사 분야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덜기 위해 ‘사이버 민원실’을 시리즈로 게재, 전기 관련한 문
제들을 질의 응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해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8월 2일에는 기술자
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시대의 명장(名匠)을 발굴, 취재하는 ‘명장열전(名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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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Power Korea

월

요

일

11월
3일
2 0 0 3 년
http://www.jungit.com

<1964. 5. 18 창간> � 한국전기신문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33-2

2면 � 부스∙부대행사안내
4면 � 포상자 인터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한국전기산업 진흥회장상 명단
5면 � 포상자 인터뷰 (산자부장관 표창)
6면 � 포상자 인터뷰 (중기청장 표창)
7면 � 금성제어기, 남성기업사
8면 � 대륙, 대양일렉콤
9면 � 동남물산, 동아전기
10면 � 동진모타메이트, 동해
11면 � 디이시스, 루텍
12면 � 반도엠피에스, 보국전기
15면 � 비츠로테크, 산일전기
16면 � 삼능, 삼동
17면 � 삼화EOCR, 서호전기
18면 � 신동아전기, 아남르그랑
21면 � LG산전, 여기로테크
22면 � 영화산업전기, 오성기전
23면 � 우진기전, 우진전공
24면 � 이앤아이, 이화전기공업
25면 � 일진전기, 전오전기
26면 � 제룡산업, 제일 P&P
27면 � 젤파워, 조양전기
28면 � 중원전기공업, 진우시스템
30면 � KD파워, K2파워
31면 � 세광전기, 해닉권코오퍼레이션

列傳)’, 전력사(史)의 여러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한편 그 시대 인물들의 최근 근황까

지 보도하는 ‘그때 그사람’, 전문가들이 전기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사안을 놓고 찬반양론을
펼치는 ‘갑론을박’, 이외에도 ‘만나봅시다’, ‘내 인생의 한 장면’ 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거나 혹은
독자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생생한 현장 기사를 보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전문코너를 신설하고, 전기제조업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쟁들을 새로운 시
각에서 접근해 보는 ‘이슈&이슈’ 코너를 비롯해, ‘10년 전 우리는…’, ‘사명(社名)풀이’, ‘백국환의 목
요일 아침’, ‘금주의 신상품’, ‘경제 캘린더’ 등의 코너를 신설해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
도록 노력했다.

2005년, 전기신문은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사업과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지면 혁신을 시도했다.
6월 개편을 통해 전력에너지 면과 기업 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면을 신설, 신제품
과 전기산업계 및 시공분야의 신기술 정보를 보다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했다. ‘아이러브코리아’, ‘물
자원 시대를 준비’ 등 기획·연재물을 집중 발굴해 그린파워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특집과 함께 전
기문화 면에 주간 전기문화가(街)를, 국제 면에 영어퍼즐과 비즈니스 생활영어 코너를 새로 마련,
교양과 읽을거리를 다양화했다.
등촌 칼럼의 필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12월 12일에는 ‘IT/전자면’을 신설, 시대감각에 걸맞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전기신문은 2006년 4면 증면과 아울러 제호 디자인을 기존 붓글
씨 형태에서 현대적 감각의 글씨체로 바꾸고, 각 지면의 편집 디자인도 대폭 혁신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독자가 보다 편하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용 면에서도 월요일 자 전력 에너지 섹션과 기업·경제 섹션을 강화했다.
첫 면에는 가장 큰 이슈들을 발굴하는 심층 해설을 싣고, 경제섹션은 중전기기와 조명, 전선 등 업
종을 세분화하고 해당 뉴스를 한 곳으로 모아 전문화를 기했다.

12면에서 4개면 늘린 16면으로 증면한 목요일 자 신문은 2개 지면의 목요기획을 신설, 속보성을
보완하고 심층적 해설 기사를 늘렸다.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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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을 신설, 정부정책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민간경제단체의 주요 동향, 각종 제도 변화 등을
소개하는 면으로 활용했으며, 3월에는 매주 월요일자 기업 면에 ‘전기산업계 상장기업 증시 동향’을
고정 게재했다.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각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와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회
사별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게재해 살아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 비로 전국이 물바다가 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현장감 있는 기사를 위해
발 빠르게 특별취재팀을 구성, 발전 설비 등 현지의 피해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7월 24
일 자 기획 기사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기계 기업들이 팔을 걷
어붙인 상황도 생생하게 게재했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계의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1월 5일 중동 특수, 아시아 경기회복 등 호조세에 힘입어 올 해외건설수주가 13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4월 6일에는 르포 면에 상하이(上海) 리포트를 게재, 빠르게 발전하는 상
하이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전달했다.

4월 17일에는 한국기업이 캄보디아에 대규모 공장을 준공하면서 양국 간 본격 교류가 시작되는 상
황에 따라 종합 면에 ‘현장 르포 캄보디아 전선 시장을 가다’를 게재했다. 10월 16일에는 ‘역동하는
시장 베트남을 가다’라는 타이틀로 베트남 ‘오일&가스·전기 엑스포’ 참관 등 현장 취재 기사로 이
어졌다.
연초 신설한 목요기획에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이 있었다.

8월 31일 자 목요기획은 국내 중전기기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남미전력시장 현
황’을 통해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
에 투입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3개국의 전력시장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11
월 30일에는 과거 중국과 달라진 현재의 중국을 재조명한 ‘거대 대륙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게재,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본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신중하지 못한 투자와 중국진출
위험성에 대해 진단했다.

12월 11일자 종합 면에는 ‘세계전력 산업동향’이라는 연재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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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들어 전기신문은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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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2007

1964. 5.18 창간

2007년 5월 17일 목요일

제2288호

A31

“숨은 옥석들이 보석으로 거듭난다”
‘전력산업계를 선도하라.’
한전이 37개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에게 특명을
내렸다.
한전(사장 이원걸)은 지난 3월 중전기기, 전력
IT, 전력신공법∙신기술 등 3개 전문분야에서 37개
업체를 선정, 이들에게‘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이
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척박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능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숨은 옥석’들을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으로 명명한
것이다.
한전은 이 옥석들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내 장차
이들 업체를 전력산업계를 환하게 비추는‘보석’
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한전이 지금까지 사용했
던 유망전력벤처기업보다 진일보된 개념으로, 관
련 업계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면서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와 전력IT, 전력신공법∙신기술, 신
재생 에너지 분야를 책임지는‘리딩컴퍼니’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선정된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중전기기 전문분야에서 프로컴시스템, 신영중전
기, 피에스텍, 조일성업전기, 유성계전, 에너테크,
동양기술단, 일성이엔지, 이엔테크놀로지, 제룡산
업, 영화산업전기, 신한전기공업, 동남, 삼성산업,
한영전기공업, 한원전기공업, 구주기술 등 17개 ▲
전력IT 전문분야에서 태광이엔시, 피에스디테크,
송암시스콤, 엔컴, 이피아테크, 매트론, 피앤씨테
크, 세니온, 플레넷, 동민정보통신, 우암닷컴, 삼현

전자통신, 타임네트웍스, 투비시스템즈, 포시에스,
쓰리아이씨 등 16개 기업 ▲전력신공법∙신기술
전문분야에서 에디테크, 한발, 에너그린, 오토스테
크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다.

치열한 선정과정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동참하고, 능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
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제
도화됐다.

히 탈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부위원 6인으로만 구성
됐던 선정심사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
성,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심의∙평가기준도 계량평가 위주에서 계량
(70%), 비계량(30%)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선정방
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선정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업체만 선정했다.
한전은 특히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응모 작업에서부터 선정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과거방식을 탈피하

한전, 중전기기 등 3개 분야 37개社‘혁신형 전력벤처기업’선정
업계 기술개발�혁신 선도하는 전력산업계‘리딩컴퍼니’役 기대
한전은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공모를 실시, 그 결과 총 73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중 37곳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특히 올해 전력벤처기업 선정 과정은 지
금까지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분야 등 단순분류
에서 벗어나 중전기기, 전력IT, 전력신공법∙신기
술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문분야별로 특화시켰다.
또 최초로 지방기업과 여성기업 우대 제도를 도
입, 지방기업 6개, 여성기업 2개 등을 선정업체 명
단에 포함시켰고, 윤리경영을 강조해 높은 평가점
수를 받았지만 회사 내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과감

고,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SiSS)를 도입, 주관
적 판단을 배제시켰다.
그 결과 전체 응모업체 73개 중 신규업체 신청
건수가 절반을 넘는 41개에 달했고, 선정기업 37개
중 신규업체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17개)를
차지하는 등 올해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질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전력벤처기업으로서 자긍심 갖자

벤처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밝
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정
됐고, 앞으로 한전과 함께 국내 전력산업계를 선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김종현 한전 중소기업지원팀장은“업체들이‘혁
신형 전력벤처기업’으로써 갖는 자긍심이 실질적
인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생각”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전력벤처기업들은 올해 4월 1
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2년 간 한전이 직접 선
정한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으로써 물품입찰 적격심
사 시 가점부여, 홍보지원,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조치,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선정 시 가
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전은 또 혁신형 전력벤처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사후조치
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앞으로 2년 간‘전력벤처기업’이라는 이
름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당
하게 된다.
김종현 팀장은“37개 업체 중 연구개발, 기업이
미지 제고 등 활동을 열심히 한 상위 10%에는 해외
연수 등 혜택을 줄 계획이지만 반대로 하위 10%에
포함된 업체는 2009년 전력벤처기업 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올해 선정된 37개 업체들이‘혁신형 전력

윤정일 기자<yunji@>

우리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

“선정된 中企 제품엔 아낌없는 지원”

박상호
한전 배전품질팀장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한전 배전분야의 중기지원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 배전분야(배전처, 배전운영처)에서
중소기업제품 활용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
상호 배전품질팀장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은 최대한 투명하
고, 엄정하게 진행하되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중기제품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배전분야 중기지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전 배전분야는‘배전분야 중소기업 협
력연구과제 선정위원회’와‘배전용 신개발
기자재 채택사용 절차’,‘배전기자재 운영위
원회’등을 통해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심의,
채택사용 및 활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체계는 다른 부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이렇게 선정된 중기개발 제품들
의 활용촉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우선 품질등급제를 통해‘최소구매비율
제도’를 운영, 개발제품의 일정구매를 보
장하고, NDIS(신배전정보시스템) 설계시
스템에 중기협력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
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
고 있다.
또 정기적인‘사업소 신기술∙제품 설명
회’와 개발제품 활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소
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중
기 제품의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한전 배전분야는 지
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9건의 신제
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을 포함
해 모든 중소기업들이 한전과 약속한 연구개
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해 좋은 제품을 만들
면 한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중소기업들을 지
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기술협력�효율적 지원이 핵심”
인
터
뷰

“동반성장, 기술협력, 효율적인 지원, 바로
이 3가지가 중소기업지원의 핵심입니다.”
한전 원영진 송변전기술팀장은 한전의 업
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과의 동반성장만
이 세계 최고를 꿈꾸는 한전의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동반성장을 위해 활용기관인 한전
은 신규과제를 발굴, 검토하고, 기술∙인
력∙설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개발품 시
범사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들도 보다 능동적으로 신규과
제를 제안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 송변전처는 협력연구과제 제
안검토 25건, 과제 수행 15건 등의 실적을 보
인 바 있다.
원 팀장은“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전에게도 개발업체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며“장조장 케

전기신문
전기신문
전기신문
창
창
간
창 간
간

이블 포설공법이나 765kV 1회선 철탑 개발
등도 설비 시공시 매우 유용한 기술들로, 시
험사용 결과가 좋을 경우 확대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변전처는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마련하
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중전기기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
는 등 공사제도를 개선하고, 송변전 기자재
도면 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모두 중소
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며“이러한 한전의 노력들이 실제로 중소기
업들의 경영은 물론 기술개발 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한전은 신기술 개발품에 대한 사업소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수개발제
품에 대한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 내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개발품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영진
한전 송변전기술팀장

43 주년
주년
주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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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엠씨는
오늘도
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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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 기사를 만들어 갔다.
선박용 케이블 전문메이커 (주)티엠씨

‘점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 2007년, 전기신문은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주)티엠씨
고객감동의 항해에 함께 하십시오.

본 사∙ 충남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입장공장 TEL : (041)589-6500 FAX : (041)589-6400

(JUMP)2007’을 슬로건으로 삼고, 재도약을 다짐하고, 3월 19일 봄 개편을 통해 핵심뉴스를 1면, 2
충남 천안시 북면 매송리 497-1번지

www.tmc-cable.com

북 면 공 장 TEL : (041)554-0630 FAX : (041)553-7166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9층
TEL : (02)771-3434 FAX : (02)771-3003

면으로 배치, 사안별로 심층 분석보도를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각계 전문지 면을 특성화하여 이
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심층 보도했다. 특히 기존 전력·에너지 관련 면을 발전과 송전·배전·시
공 등 전력계통 흐름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기업면도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신기술·신제
품 관련된 코너를 확대했다. 또 최고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기법 등을 게재할 CEO면
을 신설하면서 외부전문가 기고를 늘리고, 정책면을 활성화해 전력산업과 통신 IT산업 등과 관련
된 정책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했다.
일본 전기신문, 중국전력보와의 제휴에 이어 1월 6일 「베트남전기리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
고 이를 통해 해외전기산업동향 보도를 확대해 나갔다. 이공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청년실업을 집
중 조명하는 ‘e사회로 jump’ 코너와 ‘생활 속의 전기코너’도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전
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와 상식을 시리즈로 이어갔다.
편집에서도 컷과 도표, 사진을 다양하게 사용해 독자들의 시야를 넓게 해주고 현대 감각에 맞는 디
자인을 개발, 적용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전기신문만의
목소리를 위하여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기신문은 자기 색깔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
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이어갔다.

2008년, 1월 3일 자 신년특집호를 60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파워풀 코리아’를 주제로 전기계 안팎
의 전문가들 고견과 열정이 넘치는 산업현장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또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와 불
신, 험담이 넘쳐나는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 ‘기본을 세우자’를 연중캠페인으로 정하고, 3월 합동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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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을 구성, 한 해 동안 가상의 인물 ‘나기본’씨를 통해, 그가 겪는 인사 청탁에서 안전 불감증, 입
찰 담합, 불법유통, 논문 베끼기 등 온갖 부조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7월 지면개편에는 ‘지면별 차별성 강화’를 목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항만·플랜트 등
SOC부문 뉴스 강화를 위한 SOC면과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전기인들의 활약상, 지자체와 인물의
동향을 생동감 있게 보도하는 전국 면(목요일자)을 신설했다.
월요일자 정책 면도 확대해, 정부 정책 홍보가 아니라 허와 실을 따져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의 인터뷰도 첨부해 보다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또 일반 독자들을 위해 원자력분야 동향을 재미있게 해설하는 ‘진시현 기자의 원자력에세이’(월요일
자)와 외국어를 기초부터 배워가는 ‘술술 생활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월요일자)’, 생활 속의 웃음

을 담을 ‘인터넷 유머’(월요일자)도 신설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개발되거나 새로 선보이는 신상품을 소개했던 ‘해외 신상품’이 ‘세계 속 새상품’으
로, ‘기자의 눈’이 ‘현장 취재’로, ‘백국환의 목요아침’이 ‘백국환의 키보드’로, ‘화제의 인물’이 ‘인물포
커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편집 디자인도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씨 크기가 작아 읽기 힘들다는 독자 의견을 수렴해
신문 본문 크기와 행간을 조금 크게 조정하고, 현장취재나 인물포커스, 이슈&이슈 등 고정 연재 코
너의 디자인도 교체했다.

2010년에도 3월 22일 자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LED, 기후변화대책 등 저탄
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이슈와 동향을 집중 보도하는 ‘그린비즈니스’, 정보통신, 가전,
모바일, 첨단 전자 신기술 등 전기업계 융복합화로 인한 신규시장과 전기 인접 분야를 심층 보도하
는 ‘통신/가전’, 업계 이슈를 선도하는 핵심 인사에 대한 심도 깊은 대담기사를 다룬 ‘파워인터뷰’ 등
을 신설하고, 4월1일자부터는 10년째를 맞는 전력기반조성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그 성과와 앞으로
의 계획을 취재, 보도하는 전력기반조성사업 기획 연재 기사를 게재하는 등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기사를 게재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설문 조사와 각계각층 인터뷰를 통해 전기업계 곳곳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을 듣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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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은 사회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도 꾸준히 게재했다.
사진은 출산 장려 프로젝트
‘행복이 방울방울-다둥이네’ 기사

를 개선하려 노력했던 전기신문은 2010년에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현실감 있는 접근을 위해 블라
인드인터뷰를 진행했다. 6월 전기공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 20개 시·도회장 대상의 전기공
사업계 100년 미래를 위한 ‘기획-KECA 100년 미래를 위한 제언’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 볼만하다.
전기신문은 2012년 1월 9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입찰정보 면과 라이프 면을 신설, 입찰 관련
자료는 물론 의학, 금융, 세무 등 정보를 각 분야 최고 전문가 기고를 받아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
로, 5월 17일 창간 48주년 특집 56면을 발행하면서 3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탐사기획이라는 코너
를 총 4편으로 만들어 그동안 전력산업계에서 잊혀졌거나 가려진 진실, 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
는 사안들을 보도했다.
또한 딱딱해지기 쉬운 신문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문화면도 새롭게 바꿔갔다.

7월, 그동안 700회 넘게 연재된 ‘네오 뽀또크로미’(작가: 愚熊)가 아쉽게 마감되면서 ‘삼국지 인물론’
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8월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걷기 좋은 길을 찾아 소개하는 ‘길과 발
걸음.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신문 출산 장려 프로
젝트, ‘행복이 방울방울-다둥이네(4명 이상의 자녀를 둔 3가족)’와 세계 곳곳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식
재료 등을 소개하는 ‘세계 속 멋과 맛’ 코너도 선보이면서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2013년에는 독자 중심의 신문으로 거듭 나기 위해 지면개편과 혁신적인 편집을 시도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ICT(정보통신기술) 면’을 신설하고, 녹색수송으로 각광받는 철도 사업
을 전문 보도하는 ‘철도 면’도 마련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소식을 실시간 심층 보도하고, 해당지자
체로 이전하는 전력·에너지분야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에너지가 생명(L.I.F.E)이다’라는 특집 기획을 통해 산업을 이끄는 기관과 기업들(Leader), 지능형
(Intelligence)·편리성(Facility)·효율성(Efficiency)을 갖춘 에너지 절약형 제품들을 총망라해 게재했

다. 우수한 인재의 산업계 유입을 위한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전기·에너지 대학들의 활약상을
심도 있게 보도하는 한편 사회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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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전기신문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7월 12일부터 모바일서비스
(m.electimes.com)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전기신문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독자와 전기계 흐름을 이

야기할 수 있게 됐다.

10월 말에는 ‘전기설비’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전기계의 새
로운 역할에 충실히 부합해 나가며, 한층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기획 및 특집을 통해 독자들에
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4년, 전기신문은 태어난 지 50주년을 맞게 된다. 이에 연중기획으로 ‘5대 제
언’을 필두로 ‘50인의 CEO를 만나다’, ‘에너지 이슈 보고서’ 등을 다루고, 여기에 2014년 대한민국
을 위기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전기계의 안전 불감증이 고도 위험이나 공
동체 위기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사명을 갖고 옳고 그름을 따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5월 29일에는 지령 3천호를 발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 간 지면을 가득 채우며, 제조,
시공업계를 포함한 전력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들을 ‘지난 10
년간 전기신문을 관통한 10대 이슈’와 ‘미리보는 4000호’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이 기획기사를 통해
미래 전기업계를 점쳐 보는 기회를 만들며 한 차원 높은 전기계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였다.
전기에너지계를 대변하며 반백년을 이어온 전기신문은 그동안 꾸준히 지켜봐 준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바일 서비스 확대, 인터넷 신문 보완개편 등 독자들과의 소통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338

PARTⅡ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02
함께하는 사업들

한국전기
문화대상
1 ) 성공적인 첫 회       

전기신문사는 1997년 5월 18일 창간 33주년을 맞아 언론계 최초

로 ‘전기문화대상’을 제정, 산업현장의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하면서 전기
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정부의 훈·포상을 수여하는데 적극 나섰다.
이는 전기계 육성과 나아가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시상은 매년 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나 국회 등 포상 수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포상의 격과 질을 제
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히 행사 주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사일 80일 전에 전기신문 및 주요 일간지 등에 전기문화대상 개최 및 포상자 신청공고를 낸 후
신청접수 마감은 행사 45일 전까지로 2배의 포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포상 집행위원회 및 실무회의 위원을 선정, 포상 실무위원회는 행사일로부터 6주 ~2주 전 까지 총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포상 집행위원회는 행사일 4주 전에 1회만 개최하기로 했다. 매년 행사
90일 전에 행사계획을 승인받기로 하고, 행사 개최일은 매해 전기신문 창간기념일로 잡았다.
포상 대상은 전기이론 분야를 비롯한 송변전, 전기기술, 전력운용, 전기감리, 전기제조, 전기시공(내선·
외선·지중선·활선·무정전·플랜트), 전기 유지관리, 전기설계, 전기안전, 절전, 원자력, 발전, 전력단체

분야 등 전기계를 총망라한 분야의 약간 명이었다.
첫 회 수상자를 선정할 포상집행위원회는 한진호 전기신문사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이죽철 국회
통상산업위 전문위원과 정성수 국회환경노동위 전문위원, 정상섭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김재영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조성두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김광익 중소기업청 산업1국장, 권영무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열린 시상식은 한국전기신문사 주최, 국회통상산업위원회, 국회환경운동위원회, 국회건
설교통위원회,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국회문체공보위원회,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보처,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부처주관으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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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성대하게 열렸으며, 영예의 대상은 성낙정 당시 한국화약그룹 고문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전기문화창달상, 전기문화상 등 세 부문에 걸쳐 43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3명이 감
사패를 받았다. 이중 대상은 200만 전기인을 대표해 전기신문사 사장이 시상했다. 전기문화상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보처장관, 서울시장, 중소기업청장, 한전사장 표창을, 전기문
화창달상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회 통신과학기술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공부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이영우 전기신문사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기신문 창간 33주년을 맞아 전기계 발전에 빛나
는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한국전기문화대상을 시상하게 되어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
으로 전기신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기계 관계자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세일 국회통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제정된 한국전기문화대상은 21세기를 앞두고 산업
사회의 기술입국을 앞당기고 전기계의 항구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임창렬 통산부 장관은 한준호 자원정책실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전기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아 전기계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하는 바른 언론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하고, 전기
계 종사자들은 더욱 막중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제2회는 현행 장관급 표창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표창 등으로 그 격을 높여 시행키로 하고, 제3회 행사 이후부터는 훈·포장으로 표창의 격을 추가
격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상 대상자도 현행 전기공사업계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전기계를 대상으로 확대해 전기문화대상의 공공성과 격조를 높일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성대하게 치러진 제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대해 각계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이종훈 한전 사장은 “창간 33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전기문화대상이 큰 뿌리를 내려 우리의 전
력문화가 꽃을 피우고 탐스럽게 열매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치하하면서, “세계화·개방
화 물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만 하는 전기산업계 실정에 비춰볼 때 이를 선도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일은 매우 긴요하며 그 역할을 전기신문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세기 전기안전공사 이사장은 “전기신문이 그동안 전기업계의 애로점과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

340

PARTⅡ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 제6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후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03.5.29

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
면서, “뜻 깊은 전기문화대상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전기업계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운희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창간 33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문화대상을 제정, 전기문
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기인 및 기업체에게 포상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크게 진작
시키고 업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한 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용희 전기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희종 전기공업진흥회 회장, 양시백전선조합 이사장,
권용득 전력기술인협회 회장 등 전기·에너지계 관련 단체장들도 전기문화대상 제정이 향후 전기
계 발전과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창간 33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처럼 대외적인 반향은 좋았으나 내적으로는 행사가 다소 방만하고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문화대상의 존속 여부를 묻는 이사회가 수차례 걸쳐 개최됐다. 그
결과 1997년 11월 6일 제38회 이사회에서 신문사로서의 사명과 전기계 육성발전을 위해 매해 개
최하되 향후에는 범전기계로 확대, 전기문화대상의 공공성과 격을 높여 나가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칭 ‘문화대상추진위원회’를 구성, 범전기계
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기문화대상은 현재에도 꾸준히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근무자부터 산간오지
와 도서 벽지의 전국 구석구석 각 가정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철답과 전선을 이어주
는 시공자 등 범 전기인들의 숨은 땀과 애환을 국민들에게 알려, 전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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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기문화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경춘 서원전업 대표(중앙)

2 ) 대통령 표창까지 격상       

이후 전기문화 대상은 꾸준히 전기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으

로 자리매김하다가 2001년 드디어 대통령 표창까지 시상하게 됐다. 2003년에는 석탑산업 훈장과
근정포장(褒章)까지 수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기에너지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으로 우뚝 섰다. 한편
처음으로 수여되는 산업훈장은 20여년간 전기공사업계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
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가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한 강이원 (주)협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2004년에는 특히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전기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
다. 제7회인 시상식에서는 한국서부발전(사장: 김종신)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석탑산업훈장
은 최일웅 진한전설(주) 사장이, 산업포장은 고달성 창성전력(주) 사장이 차지했다. 대통령 표창은
이강종 사장(우진건설공사)과 이경춘 사장(서원전업(주))이, 국무총리표창은 이외출 사장((주)동양)과
노시청 사장((주)필룩스), 전호상 실장(에너지관리공단)이 받았다. 이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비롯하
여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한국전
기신문사 사장 공로패 등 전기산업 발전에 공이 큰 전기계 종사자 51명이 이날 영광의 수상자로 단
상에 올랐다.
주창현 전기신문사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전기문화대상이 “전기인들에게 희
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독점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에너지산업은 이제 경
쟁시장 도입과 IT를 중심으로 기술의 융·복합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상배 국회의원과 김태홍 의원, 이낙연 의원, 한준호 한전 사장
등은 축사를 통해 전기문화대상의 의의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신문사의 무궁한 발전
을 기원했다.
시상식에 함께 진행된 ‘빛 한줄기 나눔 행사’에도 전기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줄을 이었으며, 만찬시
간을 이용해 전기신문사 직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자 모금에 참여하는 이들
은 더욱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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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창간 40주년 기념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진
제7회 전기문화대상시상식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명실상부한 전기산업계 최고의 상으로 자리잡은 전기문화대상은 여느 시상식 못지않은 권위
를 선보였다. 상의 가치만큼이나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귀빈들의 면모 역시 대단했다.
또한 전기인들의 축제인만큼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으
며, 대상을 직접 받은 김종신 사장은 물론 한정국 사업본부장, 윤민호 기획처장 등 임직원 20여명
이 참석해 대상을 자축했다.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이모저모는 5월 20일자 전기신문(13~16면)에 대서특필, 컬러판으로
화려하게 지면을 장식했다.
이후 전기문화대상은 수상자를 점차 늘려 2006년 58명 이었던 수상자는 2007년 65명으로 늘었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가 각각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로 이름을
바꾼 2008년에는 총 74명이 수상했다. 늘어난 수상자 수만큼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2년
제 15회부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시행해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과 함께 수상의 명
예를 더욱 높였다.

2013년 제16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총 83명이, 2014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한 명 더 늘어
나 총 8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 ) 각계각층의 참여와 갈채 이어져       

전기계를 대표하는 상이니만큼 전기문화대상의 시

상식에는 매번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 협단체, 전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었다.
상이 처음 제정된 1997년에는 손세일 국회통상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통산부 자원정책실장,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 중기청 산업1국장 등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 업계
에서는 한전,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내·외빈과 전기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상 제정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이후에도 시상식엔 정부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특히 2004년 제7회 시상식에는 창
간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 많은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홍·이낙연·이상배 의원 등 국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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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청원 과학기술부 국장,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
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종신 한국서부발전사장, 김영철 한국중부발전사장, 김균섭 에너지관리공
단 이사장, 장욱현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함용헌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 부회장, 도태호 건설교통부 과장, 양규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준철 한국전기산
업진흥회 회장, 김복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평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권영한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김봉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기영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상우·이영우·김용수 전 전기신문사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기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 행사를 한층 더 빛내 주었다. 또 전기신문과 협약을 맺은 중국전력보의 관계자들도 참
석해 국제적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듬 해인 2005년엔 산업자원부 차관 조환익,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용갑, 김태홍 국회의
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주창현 등이 참석했다.
전기문화대상이 전기계 모든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자리인만큼 전기신문도 협약을 맺은 해외 유수
언론사의 관계자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이미 제7회에 참석한 바 있는 중국전력보 관계자는 제9회
시상식에도 부주임을 보내 참석했고, 제10회 한국전기문화대상에는 2007년 연초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전기리뷰사의 황태안 베트남전기리뷰 부사장을 초대해 관람케 했다. 시상식 자리를 빌어 국
제 교류의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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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기문화대상은 전기문화창달과
전기산업공로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행사로 업계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1

1997. 5. 16

전기문화대상

수상자(명)
1

전기문화창달상

국회통상산업위원장·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국회환경노동
위원장·국회건설교통위원장

23

전기문화상 민간 표창

통상산업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중소기업청장 ·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사장 감사패

28

1999. 5. 14

전기문화대상

1

대상

국회산업자원위원장

5

표창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5

국회환경노동위원장

5

국회건설교통위원장

5

산업자원부장관

15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3
5

중소기업청장

3

2000. 11. 23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총 수상자

66

2001. 10. 11

감사패

1

대상

전력산업발전분야

산업자원부장관

15

표창

원자력 및
과학기술발전분야

과학기술부장관

5

전력안전분야

노동부장관

5

건설전기분야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발전분야

중소기업청장

5

-

한국전력공사사장

전기문화대상

총 수상자
4

대상

52

총 수상자
2

비고

7

감사패

43

전기문화대상

1

대상

대통령

2

표창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5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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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4

시상 일시

수상 부문

2001. 10. 11

중소기업청장

수상자(명)
5

표창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86

총 수상자
5

2002. 5. 24

전기문화대상

1

산업포장(褒章)

1

대통령

2

산업자원부장관

14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청장

6
6

한국전력공사사장
전기문화대상

1

석탑산업훈장

1

근정포장(褒章)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7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청장

2004.5.18

5

대상

표창

7

감사패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7

공로패

민간 부문
정부 부문

59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

감사패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346

감사패

한국전력공사사장
총 수상자
7

표창

48

총 수상자
2003. 5. 29

대상

3

국무총리

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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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5

표창

● 제7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저소득 단전가구를 위한
‘빛 한줄기 나눔행사’를 같이해
전기인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7

2004. 5. 18

정부 부문

수상자(명)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2005. 5. 18

민간 부문

정부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6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2006. 5. 24

2007. 5. 24

6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8

감사패

산업훈장

1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정부 부문

산업포장

1

대통령

1

국무총리

2

산업자원부장관

21

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표창

58

총 수상자
10

표창

53

총 수상자
9

7
52

총 수상자
8

비고
표창

1

대상

10

표창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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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10

2007. 5. 24

정부 부문

수상자(명)
대통령

3

국무총리

2

산업자원부장관

23

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2008. 5. 21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대상
표창

1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6
74
1

대상

10

표창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한국전력공사사장

대통령

3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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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총 수상자

표창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총 수상자

348

1
10

산업포장

중소기업청장

2009. 5. 20

6

산업훈장

지식경제부장관

12

표창

65

총 수상자
11

비고

6
72

표창

● 제1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수상자

>>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13

2010. 4. 29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수상자(명)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한국전력공사사장

민간 부문

4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전기문화대상

민간 부문

대상
표창

1

산업포장

2

대통령

4

국무총리

4

표창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2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5
82

전기문화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1
10

산업훈장

총 수상자
2012. 5. 16

6
72

지식경제부장관

15

표창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표창

4

총 수상자
2011. 5. 19

10

국무총리

중소기업청장
14

대상

대통령

지식경제부장관

비고

1

1

대상

10

표창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30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349

>>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15

2012. 5. 16

정부 부문

수상자(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3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3. 9. 25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1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5

전기문화대상

1

대상

10

표창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국무총리

표창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총 수상자

5
83

한국전력공사사장
정부 부문

표창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총 수상자
민간 부문

대상
표창

산업포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4. 8. 20

1
10

산업훈장

지식경제부장관

17

5
82

총 수상자
16

비고
표창

5
84
※ 주요 수상자 명단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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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전기문화대상에
참석한 귀빈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제11회 전기문화대상
수상자들
2008. 5. 21

>>

전기문화대상 주요 참석자
회차(연도)

주요참석자

총 참석자

1 (1997)

손세일 국회 통상산업위원장, 김영환·김종학 국회의원, 한준호 통산부 자원정책실장, 추병직 건교부 건설정책심의관, 김광식 중기청 산업1국장,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심상우 전기신문사 전임사장 등

400여명

2 (1999)

서석재 국회 사자위원장, 박우병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최홍건 산자부 차관, 송옥환 과기부 차관, 윤행순 한전사장직무대행, 이태열 건교부 건설지원실장, 장지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영우 전기신문사 전임사장 등

400여명

3 (2000)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박주선 국회의원, 이석영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유희열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 한국종 한국전력
판매사업단장,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최종윤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영우 전기신문사 전임사장 등

450여명

4 (2001)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윤성 국회의원,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권오갑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장의성 노동부 부이사관, 이민형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한국종 한국전력 전무이사,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등

500여명

5 (2002)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강인섭 국회의원, 권오갑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장지종 중소기업청 차장, 박순용 한국전력공사 전무,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심상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임회장 등

500여명

6 (2003)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박상규·강인섭·김태홍·오장섭 국회의원,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

7 (2004)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태홍·이낙연·이성배 국회의원,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청원 과학기술부 국장,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영우·김용수 전기신문사 전임사장 등

〃

8 (2005)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김용갑 국회산업자원위원장, 김태홍 국회의원,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권상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의관, 전대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주창현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등

〃

9 (2006)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안택수 국회의원,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창현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백검성 중국전력보 사장,
이문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임충식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등

〃

10 (2007)

김영주 산자부 장관,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노영민 국회의원, 이원걸 한전 사장, 주창현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베트남전기리뷰
황태안 부사장 등

〃

11 (2008)

이명규·노영민 국회의원,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문호 한전 부사장, 남병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

12 (2009)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장, 노명민 국회의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김문덕 한국전력 부사장, 헤우반탄(Heu Vanthan) 캄보디아 부청장, 문병룡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백두옥 중소기업청 서울청장, 유광형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600여명

13 (2010)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장, 노영민·권성동 국회의원, 김윤배 노동부 국장, 백두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최종배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14 (2011)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기영환 국회 지경위원장, 정장선·노영민·권성동 국회의원, 김우겸 한전 부사장,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

15 (2012)

권성동 국회의원,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형호 서울지방종수기업청장, 정택렬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정진우 고용노동부 과장,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박철곤 한국전기기안전공사 사장, 등

800여명

16 (2013)

강창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노명민·이철우·이진복·이강후 국회의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김형호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청장, 곽민희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장,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1,000여명

17 (2014)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노명민·이진복·이강후·전순옥 국회의원,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

500여명

500여명

※ 직책은 참석 당시 기준임.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351

● 전기문화대상은 이제 전기업계 최고의 시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시상식에 참여한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52

PARTⅡ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한
제6회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참가자들
2009. 4. 11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전기의 날을 기념하고 전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전기신문 창간 40주년 되던 2004년 4월 10일 개최된 후 매년 꾸준히, 많은 전기인들의 호응
을 얻고 있다.
건강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2004년 제1회 대회 때는 3,300여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크게 늘어
나 2011년 제8회 대회부터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201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여명
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참가팀도 정부를 비롯해 한전 등 전력그룹사, 전기공사업계, 협·단
체, 일반 기업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전기신문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등
이 후원했으며, 주창현 전기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 한주호 한전 사장, 김창준
전기공사협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영대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은웅 대한전기
학회 회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박봉규 산자부 무역실장, 윤교원 기술표준원 원장, 박희갑 남
동발전 사장, 김영철 중부발전 사장, 김종신 서부발전 사장, 이용오 동서발전 사장, 김상갑 남부발
전 사장, 김영준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봉균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복관 전선공업협동조
합 이사장,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양규현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전기계 주요 인
사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 처음 열리는 대회였지만 규모나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대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주요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 현장이 되기도 했다. KBS 스포
츠 뉴스는 “저소득층 단전세대를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제1회 전기인마라톤 대회가 한강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날 이희범 장관은 축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대동맥을 잇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100만 전기인들에게
무한한 찬사와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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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벤트로 성황을 이룬
2014년 마라톤 대회

첫 스타트 장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시민공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참가자 수가 그리 많
지 않았지만 점차 참가자 수가 늘면서 대회 장소도 바뀌게 됐다. 참가자가 1만 명 수준에 육박하
면서 충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로 옮긴 것이다. 경기는 하프마라톤
(21.0975km), 10km와 5km 건강달리기 3종목으로 나뉘어 열렸다.

또 전기인의 화합이 목적인만큼 ‘전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기본 구호 아래 매 대회마다 전기계의
화두와 현안을 부각시킨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모두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1회 ‘전기사랑, 나라사랑’을 시작으로 ‘독도사랑, 나라사랑’(2회), ‘월드컵 4강 신화 재현’(3
회), ‘전기점등 120주년 기념 ’(4회), ‘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5회), ‘녹색성장, 전기산업계와 함께’(6
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녹색바람, 전기산업계가 일으킨다’(7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8회), ‘에너지절약, 내가 먼저’(9회),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성공 기원’(10회)에 이르기까지 시의
적절한 주제와 그에 부합하는 이벤트로 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갔다. 신문에도 마라톤대회
공고 게재는 물론 마라톤에 대한 상식과 좋은 기록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참가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더해 이웃사랑과 나눔에 대한 행사도 빠지지 않았다. 에너지재단과 함께해온 ‘빛 한줄기 희
망나눔 모금운동’은 해마다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모
으는 데 기여해왔다. 참가자의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은 아름다운재단과 에너지재단에 기부됐고,
일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생들에게 전달됐다. 2013년에는 기존 모금 활동에 결식 어린이
를 돕기 위한 행사로 ‘사랑愛 올밥’ 성금 모금도 펼쳤으며, 그렇게 십시일반 거둔 2014년까지의 누
적 모금액은 6,000만원을 넘어섰다.

2013년 대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선 전기계 대표 문화
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전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행사가 드물었는데, 매년 4월 전
기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나도, 우리도 전기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를 키울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렇듯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행사로 매년 성황을 이룬 마라톤 대회는 특히 2014년, 전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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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마라톤 대회 개요

회차

일시

장소

참가 규모

메인테마

부대 행사 등

1

2004. 4. 10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지구

총 4,500여명

전기사랑, 나라사랑

부대행사 : 빛 한줄기 희망기금 모금
(기탁처 : 에너지재단, 지원대상 : 불우한 단전 가정)

2

2005. 4. 9

총 5,000여명

독도사랑, 나라사랑

〃

3

2006. 4. 15

총 7,000여명

월드컵 4강 신화 재현

〃

4

2007. 4. 21

총 7,800여명

전기점등 120주년

〃

5

2008. 4. 19

총 9,000여명

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

6

2009. 4. 11

총 9,000여명

녹색성장, 전기산업계와 함께

〃

7

2010. 4. 10

총 9,300여명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녹색바람,
전기산업계가 일으킨다

〃

8

2011. 4. 9

총 10,200여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

9

2012. 4. 14

총 11,000여명

에너지절약 내가 먼저

〃

10

2013. 4. 13.

총 12,000여명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성공 기원

‘사랑愛 올밥’ 성금 모금

11

2014. 4. 12.

총 12,000여명

희망의 새 시대 전기산업계가 앞장선다

〃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수변마당(63빌딩)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문 창간 50주년과 함께 11회째를 맞이하면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진현 산업통상
자원부 2차관, 이강후 국회의원, 조환익 한전 사장,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
사공제조합 이사장, 류재선 본지 사장 등 전기계 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전기인들의 축제에
함께했다.
또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 모두를 즐겁게 했다. K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1
박2일 촬영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고, 10월 26일 한전 주관으로 제주에서 개막하는

CEPSI(아·태 전기협회 정기총회)의 성공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이벤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은 이 날 대회사에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해
마다 참가자수와 대회규모가 크게 성장해 이제는 범전기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울릴 수 있는 축
제의 자리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전기신문은 지난 50년간 보
내주신 독자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새로운 50년을 철저히 준비해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신문사는 그동안의 마라톤대회 기록과 코스 안내, 각종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마라톤 홈
페이지(http://www.e-powermarathon.com/)에 따로 정리해 참가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이해 및 참여
를 돕고 있다.

워크숍·심포지엄
세미나·컨퍼런스 등
1 )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개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여

론 형성과 사회 계도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언론사들은 시대 흐름
에 따른 변화와 그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 워크숍, 때론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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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기사랑 워크숍
2005. 3. 3

전기에너지계 전문지인 전기신문 역시 이러한 역할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자각 아래 그동안의 소
극적인 모습과 달리 창간 40주년을 맞은 2004년부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2004년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중 구역전기사업자 시행령시행규칙을 4
월 2일 발표, 앞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성역으로 여긴 발전시장이 새롭게 변화할 것
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이에 전기신문은 제1회 전기사랑 워크숍으로 4월 7일 서울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도시가스사, 집단에너지사업자, 석유화학, 코젠사업자, 금융컨설팅, 발전
설비업체 등 100여개 업체, 200여명의 관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역전기사업
자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창현 전기신문사 사장은 “구역전기사업자 제조가 활성화되면 전기, 가스, 집단에
너지사업자간 경쟁이 이뤄지고 벤처형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금은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 중 발전설비 규모를 최대수요의 70%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사업규제라며 50%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요금교차보조, 천연가스 요금 개선, 사업허
가 신청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중 시행규칙(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
화해 에너지시장이 개방돼야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정부 측 패널 이광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사무관은 이러한 의견을 들은 후 “구역전기사
업자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요구하는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인 2005년에도 사업자가 5개에 불
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다시 6월 30일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200여명
의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구역전
기사업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1월 24일 민간소형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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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 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연도

일시

장소

참석지역

비고

2004

4. 7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여명

제1회 전기사랑 워크숍

6. 30

양재동 aT센터

200여명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개최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주최,
전력거래소와 공동 주관

2005
2006

2007

5. 26

전기공사협회광주시회 대강당

100여명

6. 30

전기공사협회대구시회대강당

〃

9. 8

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대강당

〃

10. 19

대전유성호텔(종합설명회)

〃

5. 3

청주

50여명

6. 12

전주

〃

9.

대구

〃

12 11

서울(종합설명회)

100여명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아파트 주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역형 전기사업자가 국내 최초로
탄생했다.
이후에도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기신문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주관하여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총 4차례에 걸
쳐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도 5월과 6월, 9월과 12월에 각각 청주, 전주, 대구, 서울에서 구역전기사업제도와 관련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2006년과 다르게 종합토론회를 서울 신문사 대강당에서 개
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2008년 상반기 중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2009년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전
력·친환경 제품인 LED조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명을 LED조명으로 2012년까
지 30%이상 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신문은 ‘공공기관 LED 조명 사용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2010년 2월 18일 그린월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설명회는 공공기관의 LED조명 사용계획과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고, 관련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LED조명시장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마련됐
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LH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철도시설관리
공단 등 주요공공기관이 참여해 LED조명 교체계획과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일반참가
자 240명, 관계기관 30명 등 총 270명이 참석해 설명회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2011년 3월 23일 개최된 ‘LED조명 사용계획설명회’에는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공기관이 발표를 맡았는데, 이중 LH는 7월 ‘조명설
계디자인대전’을 통해 LED조명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LED적용시기와 방법, 그리고 발주규모에 대
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의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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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공공기관
LED조명
사용계획 설명회

공공기관 LED 조명 사용 추진·계획 설명회 개요
일시

장소

참석자
수(명)

1

2010. 2. 18

그린월드호텔

270

LED 조명 시장 대기업 참여, 사후
관리 강화

2

2011. 3. 23

현대41타워

150

공공기관 LED조명 비중 확대,
관련예산 확충

3

2012. 3. 21

그린월드호텔

150

4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 지원 접수, 8월부터 구매 입찰
시작, 설명회 및 제품전시회

4

2013. 3. 7

그린월드호텔

120

2020년까지 공공기관 100% 교체,
설명회 및 제품전시회

5

2014. 3. 12

전기공사협회
대강당

150

회차

주요 현황

전기신문은 이에 2012년 3월 21일 두 번째 설명회에서는 한수원, 중부발전, LH,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주요 공공기관을 초청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의

LED조명정책방향과 보급지원계획 발표 자리도 마련했다. 또 필립스와 재신정보 등이 국내외 LED
조명시장 전망과 LED조명 공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2013년에는 지식경제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
설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했고, 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설명회
에는 LED조명 제조업체 3개사가 자사제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4년도에도 업체가 자사의 주력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서부발전, 인
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동훈 산업기술대 교수가 국내 LED조명산업의 위협
요인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밖에도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
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무공급자들과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를 모아 RPS 성공전략
워크숍을 3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2012년 RPS운영계획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너지관리공단, 전기연구원), ‘RPS 공급
의무기관들의 대응현황과 전략’(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포스코파워), ‘RPS 금융조달 방법(KB자산운
용)’, ‘태양광발전소 설계와 시공 노하우’(한빛디엔에스) 등의 발표가 이어진 워크숍에는 총 120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2년 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전기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기에 전기신문은 2013년 8월 27일 ‘전기시공분야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방안 세미나’를 대
구에서 개최했다.
전기공사협회,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EXCO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대구 EXCO에서 열린 ‘제4회
국제 LED &Display 박람회(8월 27~29일)’와 함께 개최돼,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 전기공사업
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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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포지엄·포럼·컨퍼런스 등       

심포지엄도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2004년 5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전기사랑 심포지엄’이 그 첫 번째 시도였다. ‘대형정전 사고와
국내 전력공급 실태’란 주제로, 2003년 연이어 발생한 북미, 유럽 등지의 대정전 사태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국내 전력설비 실태와 효율적인 대비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신명철 씨와 한국전기연구원 권영
한 원장,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기호 사무국장, 한전남동발전 이종호 전무 등을 비롯한 전력계통 전
문가 3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어 6월 9일에는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에서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사회자로, 김창섭 산
업기술대 교수,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실장,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처장, 송귀
남 한전 수요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기학회(회장 이은웅)와 공동으로 ‘전기사랑 지상포
럼’을 열고 우리나라 전력수요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을 짚었다.
전기신문은 ‘전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기계와 에너지 분야 인사들의 친목도
모와 업계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유명 인사를 초청하거나 조찬간담회 등의 형
식으로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5년 9월 전기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 전기계
발전포럼’이 만들어지고, 전기계의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 했다.
이에 전기신문은 2005년과 2007년 ‘중국전력보’·‘베트남전기리뷰’와 MOU를 체결하면서 포럼의
취지를 넓혀 국가간 언론 매체를 활용해 각종 산업동향 등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글로벌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별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포럼
을 2007년 10월 12일과 2008년 11월 21일 각각 여의도 63빌딩, 엑스 아셈홀에서 개최했다.

2007년에는 전기공사업 상호 진출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정부 및 관련단체 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2008년에는 전기·전력 분야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가 간 공
동협력방안에 관해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정부 및 관련단체 인사 100여명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기계는 2011년 3월 11일 믿지 못할 사고를 목격하게 된다.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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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상호진출방안 포럼이
많은 전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2007.10.12

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縣)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생긴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사고 추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에 전기신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토론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면서 원전
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2011년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토론회에서
는 주제 발표자로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나섰다. 패널로는 박군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박사, 김용균 한양대 교수, 이태호 한수원 전무,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 박정용 두산중공업 전무 등이 참가해 ‘원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어 10월 18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회 이종혁 의원실 주최로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전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국내 원자력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대토론회에서는 포항공대 김무환 교수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국내외 원전 산업에 끼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성경 명지대 교수의 ‘2011년 오늘, 원
자력발전의 숙제 공감과 공유 그리고 신뢰’ 등이 주제로 발표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박치용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 구권회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1·2호기 건
설소장, 이병일 월성환경감시기구 소장, 이영일 삼성물산 상무 등 각 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서 국내 원전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했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포기하기 힘든 에너지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
신이 이어진다면 그 또한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안 되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에 대한 토
론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전기신문도 2012년 12월 5일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 날은 특히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
후 시작된 탈원전 바람에 최근 원전관련 비리 여파까지 가세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상반된 목소
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기저부하 유지에 관한 중요성, 시원치 않은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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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사가 주관해
열린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년 원전산업 대토론회 주요 내용

회차

일시 및 장소

주최

주제

1차

2011. 8. 23(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공동대표 : 김진표,
노영민)

원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2차

2011. 10. 18(화)
부산상공회의소

국회 이종혁
의원실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전 산업계의
역할

전력공급 불안 등으로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 기조를 한꺼번에 뜯어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려워 앞으로도 꾸준히 토론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라는 점만 확인했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2011년 전국을 긴장하게 한 순환단전 사태를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9·15 순환단전 포럼’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
했다.
정전사고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러났고,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총 17명이 징계를 받은 초
유의 사태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포럼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관련 협단체장, 전력그룹사 사장단 등 총 203명이 참석해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전문 신문의 경우 언론사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문사 재원 부분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얻는 이
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에너지계에서 독보적인 전문 언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전기
신문은 이에 2008년에는 전력기술 및 발전 컨퍼런스를 대행하면서 업계 최고의 전문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5월 21일, 22일 양일간 aT센터 제2전시장 및 중회의실에서 열린 ‘2008 전력기술컨퍼런스’는 그 첫
번째 행사로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전기신문이 후원했다.

1,300여명의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2개 부스 전시와 세미나 및 패널 토론을 맡은
전기신문은 이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자신감을 붙였다. 이후 11월 20일과 21일, 한국동
서발전(주)이 주관하고 한전, 발전6사, 전력거래소 등 8개사 공동개최하여 COEX에서 열린 ‘발전컨
퍼런스 2008’ 행사를 맡았다. 이번이 4회째 열리는 발전컨퍼런스는 그동안과 다르게 이미 컨퍼런
스 행사를 맡아본 경험이 있던 전기신문 스태프들에 의해 총 2,733명(1일차: 1,876명, 2일차: 483명)
이 참석하고, 부스도 66개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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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학캠프 공동 개최 현황 (2004 - 2008)
참가자
수(명)

연도

일시

장소

2004

8. 4~6

충남 조치원
청소년수련원

275명

2005

8. 3~5

〃

307명

2006

8. 3~5

공주
유스호스텔

279명

2008

7 .28 ~ 30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277명

비고

역대 최다 참가자

전기사랑
원자력 과학캠프

원자력문화재단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이해를 돕고 대자연을
뛰놀며 협동심도 키우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 것은 1996년이다. 이후 행사가 이어지다 2004년 전기
신문 창간40주년 기념으로 ‘2004년 원자력과학캠프’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전환점을 맡게 된다.

8월 6일부터 2박3일간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초등생 5·6학년과 중등생 275명과 함께
한 행사에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전문가 강의와 퀴즈풀이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
편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하고, 팀별로 자전거하이킹, 도미노 쌓기, 수영,
골프 등의 놀이도 즐겼다.
공동 개최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이듬 해 참가자 수로 나타났다. ‘2005 원자력과학캠프’에 역대 캠
프 중 가장 많은 인원인 총 307명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원자력문화재단과 전기신문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김재록 박사를 초청,
방사선을 주제로 한 특별강의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해 자연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조별로 팀을 나눈 어린이들은 ‘어린이 난타’, ‘미니골
프’, ‘자전거하이킹’, ‘수영’, ‘도미노게임’ 등을 즐겼으며, 천체 관측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하
기도 했다.

2006년에는 그동안 캠프를 열었던 충남 조치원 청소년수련원에서 공주유스호스텔로 자리를 옮겨
개최했는데, 예년과 달리 학교별 단체 참가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19개 초등학교에서 총

2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핵융합센터 소장의 원자력 특강을 시작으로 한 원자력에 대한 교육과 함께 수영, 인라인스케
이팅, 카프라, 양궁, 두드리(난타) 등을 통해 친밀감을 높였다. 또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
과학관을 둘러보는 등 원자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등 시종일관 웃
음이 끊이지 않는 좋은 행사로 완성도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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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 모습

이후 2008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서 열린 ‘2008 원자력과학캠프’는 전국 149개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총 277명이 참가했다.
캠프 신청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3일 만에 마감되였으며 전국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첫날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경진 교수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특강을 듣
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퀴즈를 풀어보는 등의 과정과 수영, 택견, 난타, 도미노, 페이스 페인팅, 장기자
랑 등을 통해 친밀감을 더하며 캠프일정을 즐겼다.
둘째 날에는 대전엑스포 내 전기에너지관 등을 견학하며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각종 과학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는 전기·에너지관련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도움
을 주고, 대학 지망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응해 전기 인력 양성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기신문이 개최한 행사이다.
전기 분야 인력 문제는 한 해 두 해 겪어온 일이 아니었다. 이미 전기신문은 2003년 가을에 접어들
어 지면 개편을 통해 청년실업 등 고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면(Hello Job)을 새롭게 마련하
는 한편 취업 포털사이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이경우)와 업무제휴를 맺고 취업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4년 8월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는 80만 1,000명으로 전월대비 1
만3,000명(-1.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대비로 실업자는 4만5,000명(6.0%) 증가하는 등 실업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 1997년부터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1999년 최고치
를 보이던 실업률은 점차 줄어들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365

>>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1997 - 2004)

(단위：천명,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560
(2.6)

1,490
(7.0)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13
(3.5)

청년층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391
(7.9)

고졸 이하

232
(6.1)

487
(15.1)

425
(13.6)

281
(8.9)

261
(8.6)

218
(7.5)

239
(8.4)

246
(9.0)

대졸 이상

90
(5.6)

168
(10.0)

149
(8.7)

121
(6.6)

127
(6.6)

123
(6.1)

143
(6.7)

145
(6.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10월 4일 전기공사협회가 전국 491개 업체에 전기 인력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계적 인력공급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신문은 2004년 산업자원부 후원 하에 ‘제1회 전기인 사이버 취업박람회’를 10월 11일부
터 23일 까지 2주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박람회에는 전기공사업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전기 업체 등 약 200여개의 구인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http://job.keca.or.kr)를 이용, 참여했다.
이후 2006년 5월 한국전력거래소와 취업박람회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0월 10일과 11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 ‘2006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에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일진전기, 대한전선, 극동전선 등 전기산업계 대표기업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인재확보에 나섰다. 또 전기산업 이동홍보관을 설치, 행사장을 찾은 취업준비생들
의 전력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2007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2007 전기산업 취업박람회(www.elecjob.net)를 개최, 산업자원부장관
외 10,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만들었다.
전기신문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서울특별시 후원,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주관해 열린 2007
취업박람회에는 한전,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공기업과 효성, 일진전기 등 전기 분야
관련기업 약 100곳이 참가했다. 채용분야도 전기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기술직, 연구직 뿐만 아니
라 사무직 등 기업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박람회는 분야별로 발전회사와 전력관련기업으로 구성된 ‘전력기업관’, 전기제품 및 기자재 생산기업이
포진된 ‘제조업관’, 전기전자장비 관련 기업을 망라한 ‘전자·통신관’, 전기산업 관련 서비스업체가 자리한
‘기타기업관’ 등 총 7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채용상담과 면접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이밖에 구직자들의 취업을 현장에서 도와주는 ‘부대행사관’과 구직자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관’도 운영돼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전기신문은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박람회 홈페이지(www.elecjob.net)를 통해 11월 12일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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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기산업취업박람회’를
찾은 주요 인사들이 개막식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전기산업취업박람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예비취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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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박람회 개최
2006. 10. 11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축소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사 첫날부터 원광대와 숭실대, 대림대 등 전
기 관련 학과 학생들이 대거 몰렸다. 뿐만 아니라 부산동의과학대와 충주대 등 지방대학에서도 발
걸음이 이어져 전기산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4,000여명이 박람회장을 찾는 성황을 이뤘
다. 특히 오전 10시 개막 때부터 오후 5시 폐막시간까지도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
발길이 이어졌으며, 폐막 방송 후에야 문을 나서는 열정을 보였다. 또예전과 달리 중소업체 부스에
도 구직자들이 몰려 업체에 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전기산업계를 대표하고 후원기관으로도 참가한 한전 및 전력그룹사 등이 채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많은 구직자들의 원성을 샀다.
전기신문은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산업홍보관을 설치해 경
제 발전의 초석인 전기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부대행사관을 통
해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면접자 복장 및 예절교육, 진로 컨설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벤트관에
서는 캐리커처를 비롯해 구직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2009년에도 취업난을 반영하듯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장을 찾았다.
약 1만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09 전기산업 취업박람회’는 한전, 한수원 등 전력그룹사
와 효성, 일진그룹 등 전력분야 대·중소기업 80곳이 참가했다. 구직자들의 취업노하우 향상을 위한 참가
기업 채용설명회, 구직자별 1대 1 맞춤형 취업컨설팅, 영어면접, 집단토론, 적성검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과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직무와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돼 좋은 평
가를 받았다.
또 취업박람회 열기를 증명하듯 개막식에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비롯해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김문덕 한전 부사장, 백수현 대한전기학회 회장, 배성기 중부발
전 사장, 전도봉 한전KDN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다우득커이 베트남전력공사 부사장, 이
경춘 본지 사장 등이 참석해 취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한편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전기산업 취업박람회(오프라인 박람회)’는 이후 온라인
(www.elecjob.net)을 통해 11월 13일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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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취업박람회 현황 (2004 - 2009)
개최연도

일시

장소

참가 업체

2004

10. 11~23

http://job.keca.or.kr

2006

10. 10 ~ 11

서울무역전시장

100여개사

2007

10. 1 ~ 2

서울무역전시장

100여개사

2008

11. 10 ~ 11

코엑스 대서양홀

80여 업체

2009

10. 27 ~ 28

코엑스 대서양홀

80여 업체

비고
사이버취업박람회
산업자원부장관 외 10,000여명 참석

구직자 4,000여명 참석

전기공사협회가 수행한 전기 인력 수요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전기기술인력 고용 규모 (정규 직원)
구분

5명 이내

6~10명

11~20명

21명 이상

합계
(표본483)

167
(34.6%)

111
(23%)

117
(24.3%)

88
(18.3%)

현장인력 분포(사무인력 제외) - 직종별 【개방형질문 : 응답률 99.6%, 합계 : 123%】
구분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기타분야

합계
(표본457)

658명/398사
평균 1.65명

541명/253사
평균 2.14명

109명/94사
평균 1.16명

231명/97사
평균 2.38명

현장인력 분포(사무인력 제외) - 유자격자 【개방형질문 : 응답률 99.6%, 합계 : 215.8%】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합계
(표본489)

803명/336사
평균 2.39명

735명/340사
평균 2.13명

776명/310사
평균 2.5명

올해 전기공사분야 기술·기능인력 채용규모
구분(1)

채용 않음

1명

2 ~3명

4 ~5명

6명 이상

합계
(표본486)

153
(31.5%)

82
(61.9%)

161
(33.1%)

52
(10.7%)

38
(7.8%)

전기공사 현장기능인력 채용 환경
구분(3)

매우 수월

수월함

어려움

아주 어려움

합계
(표본486)

3
(0.6%)

82
(16.9%)

318
(65.4%)

86
(17.7%)

전기공사분야 인력 수요전망
구분(4)

줄어듦

현재와 비슷

늘어남

많이 늘어남

합계
(표본486)

219
(45.1%)

176
(36.2%)

38
(7.8%)

53
(10.9%)

전기공사 현장인력 채용경로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30%】
구분(5)

직업훈련기관

행정관청(노동부 등)

민간취업 알선업체

생활정보지, 신문 등

아는 사람

합계
(표본491)

64
(13%)

102
(20.8%)

82
(16.7%)

176
(35.8%)

215
(43.8%)

채용할 의향이 있다면 직종별 채용 규모 【개방형질문 : 응답률 68.2%, 합계 : 327.2%】
구분(7-1)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기타 직종

합계
(표본335)

629
(187.8%)

246
(73.4%)

107
(31.9%)

1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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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귀빈들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07. 10. 1

>>

전기공사협회가 수행한 전기 인력 수요 설문조사 결과

전기공사분야 기능 인력의 적당한 교육기간
구분(8)

3개월

6개월

1년

2년

합계
(표본488)

71
(14.5%)

265
(54.3%)

138
(28.3%)

14
(2.9%)

전기공사분야 기능인력 중점 교육과정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03%】
구분(9)

전기공사전반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공사

합계
(표본487)

378
(77.6%)

78
(16%)

20
(4.1%)

26
(5.3%)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희망하는 교육과정 (경영/관리/사무분야) 【개방형질문 : 응답률 96%, 합계 : 155%】
구분(11-1)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입찰제도
관련

전기공사업
관계법령

사무관련
컴퓨터교육

합계
(표본473)

52
(12.1%)

222
(46.9%)

161
(34%)

150
(31.7%)

144
(30.4%)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희망하는 교육과정 (기술 및 기능분야) 【개방형질문 : 응답률 100%, 합계 : 130%】
구분(11-2)

전기전산설계

자동제어(PLC)

전기공사
품셈 및 견적

지중선접속

배전전공 양성

합계
(표본473)

214
(45.2%)

156
(33%)

202
(42.7%)

58
(12.2%)

115
(24.3%)

배전활성
전공양성

전기철도

수 · 변전설비

접지기술

기타

112
(23.7%)

72
(15.2%)

96
(20.3%)

52
(11%)

인성교육
직업교육

˝

전기공사분야의 인력양성에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구분(12)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표본484)

467
(96.5%)

17
(3.5%)

전기공사분야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

구분(13)

사회적인
지위향상

외국인
채용제도의
기준완화

기술직
공무원확충

교육비
지원확대

훈련기관
지원확대

합계
(표본396)

85
(21.5%)

34
(8.6%)

25
(6.3%)

46
(11.6%)

206
(52%)
※ 표 전문은 본문 21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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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모작품을
심사하고 있다

전기사랑
사진전

전기신문은 전기에너지계 전문신문답게 전기문화 창달에도 끊임없는 노
력을 기울였다. ‘전기사랑 사진전’도 그 중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기산업계 현황과 발전된 모습, 자연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진으로 표현함으로써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사진전은 총 573
명이 약 1,300여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전기신문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전문가와 전력설비 운영기관 등 각 분야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2010년 1월 1차 심사위원회와 3월 최종심사위원회를 열고, 65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고상인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에는 유채밭을 배경으로 전주(電柱)가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을 아름답게 담아낸 한전 경남본부 소속 권영주 씨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은상(2명), 동상(3명), 가작(4명), 장려상(5명), 입선작(50명) 등 총 65명의 수상자는 4월 27일
전기공사협회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0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2012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은 지식경제부와 한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후
원해 개최됐는데,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350여명이 1,0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전기신
문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경부와 한전, 시공업계, 대학교수 및 사진전문가 등 각 분야 인사들
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입선 51점 등 우수작을 추
렸으며, 10월 10일 전기공사협회 본원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했다.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다
양한 곳에서 후원을 받아 공모전을 열었는데, 참가자도 꾸준히 늘어 총 494명의 사진애호가들이

1,272점의 작품을 접수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와 한전, 제조·시공업계, 대학교수, 사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맡았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371

● 2014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작

372

PARTⅡ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 2014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
상명대학교총장상 수상작

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과 우수상 등 총 65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부터 우수작은 시상식장 뿐만 아니라 10월에 열린 전기공사협회 기능경기대회 행
사장에도 전시해 보다 많은 사람이 수상 사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전기사랑
골프대회

전기신문은 전기산업계 많은 골프인들의 화합과 건전한 골프 문화 정착을 위한
‘제1회 전기사랑 골프대회’를 2008년 9월 29일 충남 천안의 버드우드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골프대회 개회식에서 이경춘 전기신문 대표는 “오늘 대회는 전기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전기산
업계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승패 보다는 스포츠 정신으로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격려했다.
처음 열린 골프대회에는 시도회 19개 팀, 일반 36개 팀 등 총 55개 팀이 참석, 버드우드 골프클럽
과 상록클럽에서 각각 경기를 펼쳤는데, 이 날 4명이 1개 팀을 이뤄 실시된 19개 시 도회 대항전에
서 4인 합산 308타를 기록한 경북도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4인 합산 310타를 기록한
광주시회가, 3위는 4인 합산 312타를 기록한 전북도회가 차지했다.
일반부 경기에선 그로스 83타, 핸디 12타, 네트스코어 71타를 기록한 이철운 선수(전북도회장)가 차
지했다. 2위는 장정호 선수, 3위는 전호철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 밖에도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양해원 전기학회장, 원일식 전기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종학 전등기구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준 전 협회장 등 내외빈과 22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공적인 1차 대회에 이어 제2회 전기사랑 골프대회는 2009년 11월 2일 경기 용인시 지산골프클
럽에서 임내규 지식경제부 전 차관,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강이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을 비롯해 전기계 골프 동호인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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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전기공사협회 전국 20개 시도회에서 4명씩 팀을 이룬 단체 팀과 개인전인 일반부 38개팀
등 총 58개 팀이 출전했다. 경기 결과, 단체전에서는 합산 216타(4인중 상위 3인 합산)를 기록한 전북
도회(출전선수: 이철운, 여운기, 이병진, 유기로)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일반부 경기에서는 정홍재 선수
(그로스 87타, 핸디 16.8타, 네트스코어 70.2타)가 우승컵을 들었다. 한편 이 날 경기장에선 전국소년소

녀가장돕기 행사도 같이 열렸다.
제3회 골프대회(2010년)는 제주 엘리시안 C.C와 에버리스 C.C 두 곳에서 열렸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주최하고, 전기신문이 주관한 골프대회에는 최길순 전기
공사협회 회장과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경춘 전기신문 사장을 비롯해 우근민 제주도
지사, 남병주 전 전기공사협회장, 강이원 전 공제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박천진 대
한전기협회 부회장, 황순철 JS전선 사장 등 전기공사업계와 전기업계 내외빈 300여명이 참가했다.
또 단체 19개 대표팀, 일반 및 초청팀 49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8개 팀, 272명이 샷건 방식23으
로 자웅을 겨뤄 전기공사협회 서울서부회(회장 최오렬)가 합산 217타를 기록, 단체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팀 경기에서는 전강환 전기공사협회 이사(80타, 핸디 9.6, Net 70.4)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3회째를 맞는 전기사랑 골프대회는 이제 전기계의 대
표적인 친목행사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 대회가 전기인의 화합과 친목은 물론 전기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1년, 제4회 전기사랑 골프대회는 충북 진천의 천룡C.C에서 56개 팀(단체 15개 팀, 일반 41개 팀)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기존 임원들 외에도 강이원 전임 조합 이사장 등 협회와 조합, 전기
신문사 전·현직 임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또 김명환 전임 해병대전우회 총재를 비롯해 이재광 전
기조합 이사장,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이세광 전력기술인협회 부회장, 유성수 전기산업진
흥회 부회장, 황순철 전임 JS전선 사장 등 외부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단체팀 우승은 경남도회(도회장 강기철)가 차지했으며, 일반팀 경기

23

이벤트 형식의 경기 방식으로 여기에선 단체전은 스트로크로, 개인전은 신페리오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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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최저타를 기록한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가 각각 현 집행부이거나 경기위원장, 과거 대회 메
달리스트여서 4위인 김종두 선수(전기공사협회 이사)에게 우승컵이 돌아갔다. 이 밖에도 양우석 선수
가 싸이클버디를, 최호진 선수가 이글(Eagle)을 기록하는 등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져 행사를 빛냈다.
제5회 전기사랑 골프대회(2012년)도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박영
근 한국전기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협회와 조합·신문사 전·현직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전기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경기를 치뤘다.
이 대회에서는 단체 대표팀 16개, 일반 및 초청팀 41개 등 총 57개팀 250여명이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가져 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시회장 문유근)가 출전선수 4명 중 최저 3명 합계 214타를 기록, 단체전 우
승의 기쁨을 누렸다. 일반팀 경기에서는 윤보선(80타, 핸디 11, NET69) 유림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소외이웃에게 전기인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진행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도 적극적인 참여
아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됐다.
경기도 여주군 솔모로CC에서 열린 제6회 전기사랑 골프대회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
해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등 협회, 조합, 신문사 전·현직 임원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개팀(단체 대표팀 20개, 일반 및 초청팀 53개)으로 참가했다.
신문 창간 50주년이 되는 해인 2014 ‘제7회 전기사랑 골프대회’는 지난해와 같은 솔모로C.C에서 성
대하게 열렸다.
이날 전기사랑 골프대회에는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류재선 사장을 비롯해 오두석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남병주 전 협회 회장, 윤교원 전기산업연구원 원장 등 전력산업계 유관기관 관계
자 등 총 70개 팀, 280여 명이 선수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기존 단체전을 없애고,
모든 참가자의 개인 기록을 통해 승부를 가렸다.
참가자들의 평균 기록을 기준으로 핸디캡을 적용하는 신페리오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채점
결과 이철운 성보전설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류재선 사장과 김종선 경기위원장 등 전기신문 임원들은 직접 코스를 돌며 음료수를 제
공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특별이벤트를 마련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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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랑 골프대회 현황 (2008 - 2014)

회차

일시

장소

참가자(팀)

1

2008. 9. 29

버드우드GC, 상록C.C

55팀

2

2009. 11. 2.

지산C.C

58팀

3

2010. 8. 30. ~ 8. 31

제주 엘리시안C.C

66팀

4

2011. 8. 29

천룡C.C

56팀

5

2012. 8. 27

천룡C.C

56팀

6

2013. 8. 26

솔모로C.C

73팀

7

2014. 9. 22

솔모로C.C

7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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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전기신문이 처음 전기관련 뉴스를 활자로 내보낸 지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기업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전기신문 창간원년인 1964년을 포함한 60~70년대에는 전화(電化)사업을
비롯한 발전소 신설 등 다양한 전원개발 계획이 진행되었고, 80년대에는 한
국전력공사가 출범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가스공사가 발족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후 전기업계를 중심으로 때로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때로는 모두의
환호를 이끌어 내는 등 쉴 틈 없는 하루하루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편을 통해 국내외 전기업계, 나아가 에너지 업계 주요한 일들을 요약 정
리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혜안을 키
우기 위함이다. 바로 전기신문이 항상 독자들과 함께 견지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말이다.

※ 당시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춘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 ‘예정~’, ‘앞으로~’
| 편집자 주 |
등의 예측 기사는 작성 후 달라진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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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전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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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66년) 수립과 함께 전력사업이 모든 산업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해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이러한 계획 아래 제1차 전원개발 기간 중에는
5만5,000kW가 신증설 됐으며, 광주내연 신설, 왕십리내연·제주내연 증설, 영월화력 복구, 삼척화력 증설, 부산
화력·춘천수력 신설, 신규 영월화력 건설, 섬진강수력 완공 등 9개 사업이 종료돼 34만9,720kW가 개발됐다.
또 도서 내연설비 1,205kW 등을 포함한 총 40만5,925kW의 전원을 개발, 1966년 말의 발전설비용량은 76만
9,485kW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48년 북한의 단전 이래 계속되던 제한송전이 1964년 4월 1일 마침내 전
면 해제되는 등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으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3년 만에 예비율이 0.9%
로 떨어지면서 다시 제한송전으로 바뀌었다. 이후 14개월이 지나서야 9만kW 울산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원상
회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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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원개발 : 민간기업체 발전소 건설 참여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7년에 접어들면서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연평균 30%의 성장을 나타냈다.
반면 군산화력과 의암수력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1967년 말에서 1968년에 걸친 심한 가뭄으
로 수력발전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시금 일시적 제한 송전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에 15만kW 가스터빈과 부평 및 왕십리에 각각 3만
kW의 디젤발전기를 긴급 도입하고,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전원개발계획
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이에 따른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체로 하여금 발전소 건설에 참여토록 권장해 동
해전력(66만kW), 경인에너지(32만4,800kW), 호남전력 등의 발전소가 민간에 의해 건설됐다.

003

농어촌 전화(電化)사업으로 기자재 생산 및 전기공사 발전
전원개발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농어촌 전화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농어업에 전기를 이용
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어업 기술 개발과 생산력 증가, 농어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65년 말 농어촌 12%, 도시 51%에 불과하던 전화율은 1979년이 되면 전국 평균
98.7%로 급상승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전기 기자재 생산업계와 공사업계 발전을 가져왔으며, 현대건설이 사우디아
라비아 ACIR 지역의 농어촌전화공사를 수주해 1977년부터 2년간에 성공적으로 준공하는 기
반이 되기도 했다.
또 1987년에는 전국 전화율이 99.8%에 이르러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전기 보급 국가가 됐으
며, 무인도나 인적이 닿지 않는 산속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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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19일 당시 단위사업으로 최대 규모였던 고리원자력 1호기의 기공식이 있었다. 고리 1호기는 설비용
량 57만kW로 외자 1억 7,390만 달러 내자 717억 4,200만 원 등 총 1,560억 7,300만 원이 투입됐다.
주 계약자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건설전반에 대한 책임과 원자로계통, 핵증기 발생설비 및 초기 연료공급을 담
당했다. 1973년에는 7월 26일에는 고리 2호기의 건설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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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9. 27

1971년 9월 27일 서울화력 5호기의 고장으로 전력계통이 마비돼 서울시내는 13시경에 18분간
정전이 됐다. 1970년대는 석유파동 등을 겪으면서 2~3차례 제한송전이 이뤄졌다.
1973년 10월 1일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내무부는 1973년 11월 15일 밤 12시를 기해 의료
기관 등 특수기관을 제외하고 전국 건물의 옥외 네온사인을 전부 소등했다. 당시 한전은 석유파
동을 겪으면서 발전용 벙커C유 사용량을 17% 줄이고, 석탄으로 대체토록 했으나 연탄의 품귀
소동으로 인해 발전용탄의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이에 상공부는 1973년 12월 10일 계약전력
200kW이상의 산업용 전력에 대해 17%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를 어긴 수용가는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006

1974년 서울지하철 개통
1970년대는 교통 분야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전기를 동력으로 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연 것
이다.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노선으로 국내 토목과 건축 기술, 일본 차량 및 신호
분야의 기술과 자본에 의해 건설됐다.
1971년 4월 12일에 착공해 1974년 8월 15일에 준공됐다. 총연장은 7.8㎞로 우리나라의 도시
철도 가운데 가장 짧은 노선이며, 역의 수는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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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부의 국영기업체 능률적 경영방침에 따라 한국전력이 한국전력공사(사장 성낙정)로 출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출범과 더불어 유사기구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권한과 업무를 일선사업소에 대폭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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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4. 14

전기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전기의 날(4월 1일)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4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기
념식에서는 박민호 서울공대 교수가 석탑훈장을 받는 등 10여 명이 산업훈장을 받고 1백여 명의 유공자가 상
을 받았다. 전기의 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전기산업 촉진대회에서 전기인들은 “전기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
울여 모든 생산 활동에 뒷받침이 되고 기술혁신에 앞장,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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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기자재전 개최

020

030

040

1983. 7. 21

순수전기자재만을 선보인 제1회 전기자재전람회가 5개국 63개사 14개 품목 6백여 종이 출품된 가운데 7월 9
일부터 9일간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 전람회는 당초 예상
과는 달리 하루 평균 1만여 명 이상, 기간 중 총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인 한국전기
공사협회는 격년제로 전람회를 계속 개최, 메이커의 품질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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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0. 13

전기공사업계의 20년 숙원이던 전기공사공제조합이 8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10월 10일부터 종로구 당주
동 세종빌딩 3층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조합원 590명에 총자본금 34억여 원으로 김영신 씨가 조합원 만장일
치로 이사장직을 맡았다. 조합은 모든 공사의 제보증 및 융자업무를 취급, 2개월여 업무를 본 끝에 적지만 흑
자를 보게 되었으나 조합원 혜택 폭을 넓히기 위해 내년 1월 신규청약 및 증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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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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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8. 31

국내 가스자원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맡게 될 한국가스공사가 8월 31일 발족 현판식을 갖고 정
상업무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장기적인 가스공급 외에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액
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과 운영, 그리고 도시가스 간선 공급망의 건설과 운영도 맡게 됐다.
초대 사장에는 한전 부사장을 지낸 최연식 씨가 선임됐다. 직원은 2백여 명.

012

국산 핵원료 월성에 최초 장전

1984. 9. 20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제조된 중수로용 핵연료의 시제품이 9월 8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최초로 장전됐다. 이 핵연료는 78년 에너지연구소가 충남대덕에 핵연료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끝에 83년 2월 시험용 시제품을 제작했었다.
국내 기술에 의해 핵연료시험장전이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수로 핵연료 성형가공의 국
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연간 90톤에 달하는 3호기용 핵연료를 전량 국내에서 공급, 약 180
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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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6. 14

국내 최초 유연탄발전소인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56만kW×2)가 6월 8일 준공식을
갖고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78년 10월에 착공, 내자 2,595억 원, 외자 3억 2천만 달러
등 총 4,640억 원을 투입하여 5년 4개월 만에 완공된 이 발전소는 국내 화전 중 시설용
량이 가장 크다. 2백m 높이의 굴뚝과 고성능전기집진기 종합폐수처리장, 소음방지기 등
설비를 갖춰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히 대비했다. 연간 158만kl의 유류대체효과로
1,468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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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진흥촉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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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인의 국민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기공사업진흥발전대회가 10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공
리에 개최됐다. 전국의 전기공사인과 관계자 등 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대회에서 전기공사인
들은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유공자 31명에게
산업훈장, 은탑, 동탑, 철탑, 석탑 및 산업포장을 수여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동자부장관표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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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10월 40W 형광등기구와 안정기를 모두 고역률로 의무화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막을 수 있도
록 했다. 빌딩, 상가 등에 대량으로 사용돼 전력소모가 큰 이 형광등기구는 그동안 고역률과 저역률로 구분돼서
저역률인 경우 필요 없는 전력손실이 많았다. 이에 공진청은 이 제품을 고역률로 규정, 무효전력을 크게 줄임으
로써 연간 12억kWH의 전력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오는 1월부터 공진청은 40W 저역률 형광등기구와
안정기를 집중 단속, 위반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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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주축으로 태평양연안의 15개국을 한 줄로 엮는 환태평양전기공사총연합회가 오랜 망설임 끝에 햇빛을
보게 됐다. 주요 대상국인 일본과 아세안 5개국이 10월의 연례총회석상에서 결성원칙을 공언함으로써 내년 9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기로까지 합의한 연합회는 선린 유대에 1차적인 목적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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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태평양전기공사협연합회(FAPECA)가 9월 19일 서울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한국전기공사협
회가 주도한 FAPECA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태지역 10개국이 참가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간 기술정보교류
와 공사업의 해외진출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초대회장은 심상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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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댐 대응 평화의 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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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댐 축조가 말썽이 일자 정부는 북의 무모한 기도를 사전에 봉쇄키 위해 대응 댐인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금강산댐 건설은 남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댐의 주요기능인 용수공급과 자연
생태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또 댐의 군사적인 이용 때는 가상적인 피해도 무시 못해 정부는 북의 자제를 촉
구하면서 대응댐을 건설키로 했다.
● 평화의 댐(1986년 이후)
총 사업비 1,666억 원(국민성금 639억 원)을 들여 1989년 1단계로 완공하였으나, 금강산댐의 위협이 부풀려졌
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규모는 크지만 발전 기능과 인위적인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 그 동안
댐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5년과 1996년 집중호우 때 홍수 조절 기능이 입증되었다. 이후 2단계
로 2002년부터 임남댐(금강산댐)의 안전문제에 대비해 댐의 높이를 80m에서 125m로 높이는 공사를 다시 시작
했으며, 2005년 10월 완공되었다. 2단계 공사에서는 2,329억 원이 들었으며, 1단계 비용을 합쳐 총 3,995억 원
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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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초고압 민수개방

1987. 3. 12

초고압부문의 민수시장이 개방되면서 1980년 중화학 투자조정으
로 초고압기기 생산을 규제 당했던 현대중전기, 금성기전, 이천전
기, 신한전기, 대명중전기 등의 업체들이 내수시장에 참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020

한전국민주 모집
공기업인 한전이 6월에 주식을 공개함으로써 지난해에 공개된 포철에 이어 국민주 2호를 기록했다.
한전이 주식을 공개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최
초의 상장사가 탄생하게된 것이다. 공개된 한전주식은 전체주식 중 21%에 해당하는 1억2,800만주이
며, 내년 중에는 11%인 6,700만주를 매각할 예정이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395

0

010

021

중전기 수입자유화

020

030

040

1987. 6. 18

지난 7월 1일부터 중전기 부문에서 14개 품목이 추가로 수입자유화 됨으로써 발전기 400kW 이상 단 1개 품
목을 제외한 중전기 전 품목의 국내시장이 개방, 이 부문은 99.9%가 수입자유화시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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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11

전기공사업법이 16년 만에 개정, 그동안 증대해온 전기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가능케 함은 물론 안전관리
부문 강화로 전기재해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6월 동력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후 전기
기사, 한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부규정을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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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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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24

전기공사업 면허가 10년 만에 전면개방, 자유경쟁체제에 의한 치열한 수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규 면허는
내년 1~2월중 1,000여개가 발급될 추세인 가운데 적격업체만이 업 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면허기준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사업계는 면허개방과 함께 기능인력 난까지 겹
쳐 업계 태동 후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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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14

정부는 2006년까지 15년 간 45조5,000억 원을 투입, 원자력 18기를 포함한 총 86기 발전소(4,482만kW)를
새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10월 9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16%씩 뛰는 전력수요를 전력공급이 뒷받침 못해 예비율이 1990년 8.3%, 1991년
5.4%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최근 빚어진 심각한 전력수급불안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그러나
매년 발생할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 및 님비현상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입지
확보’ 등 두 가지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어 이의 해결여부가 향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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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심야전력기기 개발 붐

1992. 11. 23

하계피크를 줄이기 위한 심야전력기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빙축열 시스템 개발이 실용화 단계까지
접어들어 내년도 피크전력수요를 낮추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된다.

026

군 단위 승압완료

1992. 12. 14

한전은 올해 군 단위 이하 지역에 대한 220V 승압 사업을 전면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승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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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 상공부로 흡수 통합

1993. 2. 15

동력자원부의 15년 간 독자행정이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동자부에서 수행해오던 에너지 수급정책 및 자원개발 등
에 관한 평가가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다. 동자부를 흡수한 상공부는 상
공자원부로 개칭하고 에너지자원분야를 담당하는 제3차관보를 신설
했다.

028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

1993. 6. 21

총 사업비 10조7,100억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고속철도건설이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전기·통신
업계에 새로운 경기 활력소로 부상되고 있어 이들 업계가 부
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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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 20

한전은 전북고창에 765kV를 시험할 수 있는 실험선로를 건설, 가압운전을 시작함으로써 765kV 시대 도래와 함
께 초고압 분야의 국내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인 한편 전력관련 선진기술을 세계에 과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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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배전자동화 개발

1993. 11.29

한국전기연구소를 비롯해 금성·현대·효성·일진·광명전기·이천
전기 등 6개 업체가 3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배전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031

UR개방 전기계 강타 예상

1993. 12. 20

오는 1997년부터 외국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중소전기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거센 개방 파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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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수로 북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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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 14

북미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형 경수로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형 경수로의 기술지원은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전환점을 맞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성공적인 건설은 원전 수출의 청신호로 기
술력을 세계에 과시, 기술 이전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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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29

7월 무주양수발전소가 완공됨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가 최초로 3,000만kW를 돌파, 3,035만5,000kW에 달했다.
이는 1961년 한전 출범당시 36만kW 보다 82배 신장된 것이다. 한편 올해 말 발전설비는 3,218만kW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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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독소조항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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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22

전기를 건설에 예속시키려는 건설산업기본법 독소조항 삭제는 올해 전기계 최대 뉴스 중 하나다. 과천에서 집
회가 시작된 이래 전국방방곡곡에서 2만 명이란 최대인파가 모인 7월 16일 건설산업기본법제정 저지 궐기대회
는 전기·통신·소방을 건설에 종속시키는 것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로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
계에 만연된 부실과 비리를 전기계 등으로 옮겨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란 경고를 만천하
에 알리는 분수령이 됐다. 이를 계기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이 제외됐다. 건기법사태
는 수년전부터 예고된 가운데 2월 국무총리실의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에서 초안이 잉태돼 12월
말 정기국회 의결까지 1년 내내 전기인의 힘을 시험했다. 결국 전기인들은 국내에 전기가 점등된 지 110년 전기
계 역사상 최대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2000년대 21세기를 전기계가 주도하는 기술입국을 통해 일류국가건설
에 앞장서는 발판과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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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계·감리제 도입

1996. 11. 4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전력기술인만이 할 수 있고,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
시공은 감리를 받도록 강화됐다. 전력사업과, 전기시공, 유지관리제도만을 갖고 있던 전
기계는 올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완벽한 법체계를 구축
케 됐다. 전력설계업은 종합설계업과 전문설계업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고, 전력감
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분류된다. 설계·감리업 등록은 각 시도에 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설계사와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한
편 업 등록을 위해서는 이 협회에서 1좌당 10만원인 공제출자증권을 20좌에서 200좌까
지 구입해야 한다. 공제출자증권은 설계·감리업의 보증을 위한 것이다.

03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범

1996. 12. 9

40만 전력기술인을 한데 묶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창립은 전기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1963년 창립, 1980년 5공의 유사단체 통폐합 정책으로 전기협회에 흡
수통합, 1990년 재창립의 영욕의 역사를 뒤로한 채 11월 29일 막을 내린 대한전기기사
협회를 전신으로 이날 출범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사, 전기(공사)기능사 뿐만 아니라 철도·신호 관련 전기기능사까지 모든 전력기술인의
관리, 교육을 비롯 새로 도입된 전력설계·감리업의 공제업무와 설계사, 감리원의 자격
증발급 등을 관장케 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양질화를 추구하게 된다. 선진국 진입 문턱
에서 산업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력에너지의 안정적공급과 효율화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의 시대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407

0

010

037

한국전기문화대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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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5. 19

한국전기신문이 창간 33년을 맞아 전기문화창달이라는 사시에 충실하고 전기계의 유구한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기문화대상’을 제정,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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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2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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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형원전 첫 호기인 울진원전 3호기가 준공됨에 따라 원전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원전가동
2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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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지난 23일 765kV 당진 T/L이 한전 전력계통사업단에 의해 최초로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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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신서산 송전선로 일부구간이 9월 29일 가압운전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1975년 345kV 전압 격상 이후
약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력사에 획을 긋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소전전
력이 5,500MW에서 6,500MW로 18%가 늘어나 발전소의 탄력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발전연료비도 절감케 됐
다. 신서산 송전선로 공사는 극심한 민원의 발생에 따른 어려운 공사여건을 극복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시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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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0

북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12월 15일 한전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 주계약 체결로 본격
화됐다.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이루어진 주계약 서명식에는 더세이 앤더슨 KEDO 사무총장과 최수병 한전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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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 전력노조가 12월 3일 전면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
부의 한전 분할매각 및 민영화 방침을 둘러싸고 충돌직전까지 치닫던 대립은 일단락됐으며 우려했던 정전사태
도 모면하게 됐다. 정부, 한전 경영진, 전력노조 3자 대표는 11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 ‘한전 노동쟁의 특별조정
위원회’를 갖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회사 측은 한전분할 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며 근로자 고용보장과 근로
조건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고 민영화는 노조, 한전, 정부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협의 시행
하며 회사는 민영화시 고용승계토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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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독점 운영하던 전력사업이 4월 2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본격 설립되면서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한전독점체제의 전력사업이 도매경쟁시대로 접어들어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사고파는 중심에 서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계획 수립·운영과 전기품질 유지 등 전력계통에 대한 제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03년 도
입 예정인 양방향입찰시장 개설을 위한 설계도 맡고 있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415

0

010

020

030

040

045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 국회통과

2000. 12. 11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
‘전력산업~’ 개정안은 한전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한전이 보유한 인
허가를 그대로 승계토록 하고 설립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으로써 한전 분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한전
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기본제도를 개편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설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3개 법안 통과로 한전 발전부문 분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046

발전회사 분할

2001. 4. 5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6개회사로 분할됐다. 정부와 한전
은 4월 2일 한전 발전부문을 수력·원자력 부문 1개사와
화력부문 5개사로 분할, 본격적인 발전경쟁시대를 열었
다. 이에 따라 40년 동안 한전 독점체제로 운영돼 오던 전
력산업이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출범한 6개 발
전회사는 각각의 회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
정해 전력시장을 운영한다. 이로써 발전부문은 6개 발전
회사와 독립발전사업자(IPP)가 발전시장을 형성해 경쟁체
제로 들어서고 송배전판매부문은 당분간 한전이 계속 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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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12

한국전력의 배전분할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11월 7일 에너지경제연구
원이 주최한 ‘한전 배전부문 분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배전분할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분할시기 재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배전분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한에 쫓겨 시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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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8

발전산업노조는 올 2월 25일 새벽 4시부터 4월 2일까지 총 38일 동안 사상 초유의 파업을 벌였다. 발전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된 발전노조의 파업은 90% 이상의 노조원이 참여했으며 가족대책위가 구성되고 산개투쟁
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파업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업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커 해고자가 각 사
별로 10여명에 달하고, 파업 이후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의 불씨가 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남기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선 민영화대상인 남동발전 매각이 가까워지면서 발전노조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제2의 발전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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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7

한국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이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
담회에서 남동발전 매각과 관련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팔되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대기업의 발전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자금여력도 충분해 인수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해외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오던 정부의 입장과는 판이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올 초 전반적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에너지 사는 물론 그동안 인수전 참여의사를 밝혀 왔던 유럽 아시아 등지의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남동발
전 민영화에 참여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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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1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력선통신(PLC)시스템이 22.9kV 고압선로에서 18km 장거리전송에 성공했다. 전북 고창
에 위치한 배전실증시험장에서 자체 개발한 전력선통신시스템이 고압선까지 적용되면 통신인프라가 열악한 교
외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전력자동화는 물론 원격수요관리와 원격검침 등 효율적인 전력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연구원은 이미 220V 저압선에 PLC를 적용한 원격검침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어 선진국과도 겨룰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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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4

우리나라의 전기공사업체 직원 4명이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남쪽 고속도로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오무전기 직원 4명은 이라크 티그리트 인근 송전탑 북구공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소로 이동하던 중 괴한들의 총격을 받았다. 이날 피격으로 오무전기 김만수씨와 곽경해씨가 사망했으며
이상원(42)씨와 임재석(32)씨가 부상했다. 오무전기측은 우선 현지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이라크 현지 상황을 봐
가며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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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5

전라북도 부안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유치신청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 부안군 위도지역은 기초지질탐사 결과 활성단층 등이 발견되지 않아 시설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김종규 부안군수가 정부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립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김종규 부안군수가 주민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치 기회를 주면서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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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고성능 원가절감형 IT 적용 전력기기 개발 ‘봇물’
정보통신기술(IT)을 적용한 새로운 전력기기들이 속속 개발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
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IT적용 신전력기기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할 방침
인데 IT기술을 적용한 초고압 및 배전급의 미래형 전력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적
이고 고성능인 원가절감형 전력기기의 개발을 통해 국내 전력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해당 산업을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기업계는 수배전반
등 각종 전력기기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이미 제품화되어
시중에 출시돼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054

노사정위 배전분할 중단 발표
노사정위원회 공동특위가 지난 6월 17일 전격적으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이었던 배전분할이 중단됐다. 노사정위는 배전분
할을 중단하는 대신 배전부문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을 권고했다. 또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
선방안과 한전의 투명성, 자율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특
히 독립사업부제의 시행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통해 추
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시행과 관련해 연
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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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경부고속철 개통
4월 1일 고속철도 호남선과 경부선이 개통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로 평가되는 경부고속
철도 공사는 지난 1992년 첫 삽을 뜬 이래 12년 만에 개통된 것이다. 건설비만 17조원이 들
었다.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몰고 왔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
권으로 묶었으며, 철도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술면에서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 철도산업선진국에 당당히 진입했다. 또
호남선은 지난 1914년 단선으로 개통된 뒤 1968년 1월 복선화 공사에 착수한 지 36년만의
개통이다.
● 경부고속철도(2004년 이후)
2004년 4월 1일에 서울~대구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10년 11월 1일 동대구~부산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총 길이 423.8㎞이며, 시속 300㎞로 서울과 부산 사이를 2시간 18
분에 달린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실질적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
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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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12월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분단 이후 남한에서 생산된 전기가 처음으로 북한에 공급되게 된다. 한전은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22.9kV 배전선로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공단 1단P인 100만평이 개발되는 2007년까지 154kV 송전
선로도 공급할 예정이다.한전은 지난 4월부터 북측과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
9월 30일 남측구간 15km에 대한 배전선로 공사를 완료했다. 또 현재 북측구간 8km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와 설
계에 관한 실무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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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력IT종합대책 발표 5년간 5,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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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3

전력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력IT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12월 8일 앞으로 5년 동안 5,000억 원을 투입해 배전지능화 시스템 등 9대 핵심전략 기술개발 과
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변전화 등 기술인프라 구축 확대, 한전 등 공공기관 구매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전
력 IT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정부지원 1600억 원, 한전 등
공기업의 R&D투자확대를 통해 2,000억 원,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유도 1,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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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4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 보유 논란에 대응해 정부는 7월 긴급제안을 통해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보낸다
는 대북송전 계획을 제안했다. 이른 바 안중근 프로젝트로 추진된 대북 송전지원사업은 남한에서 전력을 생산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전력요금은 통일을 위한 통일비용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무상지원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1조5,000억~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대북전력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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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방폐장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아 11월 2일 방폐
장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는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이 참여했고 이중 경주는 유권자의 70.8%가 참여한
가운데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경주에는 앞으로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외에도 양
성자가속기설치, 한수원 본사이전,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60만평에 방폐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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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9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시로 본사를 옮기는 등 전력분야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됐
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기공, 한전KDN 등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게 돼 앞
으로 광주·나주지역이 에너지 클러스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로의
이전이 확정됐으며, 한국남부발전도 부산 강서신도시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
부발전은 각각 주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과 보령으로 이전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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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전격폐지 한다. 이에 앞서 배전반 등 4개 품목은 2005
년 4월, 자동제어반과 가로등주 등 10개 품목은 2006년 1월1일부로 먼저 제외됐다. 나머지 90여개 품목은
2007년 1월1일부로 모두 제외된다. 정부는 단체수계 폐지 보완대책으로 등급별경쟁제도, 소액수의계약제도 확
대, 직접생산확인제도, 혁신형중소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기업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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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4

지난 4월 1일 육지에서 제주도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해저 송전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제주 전역이 2시간 가량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전사고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정지되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부 시민이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제주지역 전력공급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주 연계선의 추가건설’과 함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확정,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LNG 도입이
성사되게 됐다. 한편 이날 정전사고는 모래채취선이 선로에 손상을 입히면서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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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노조는
▲발전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5조3교대 근무 및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만 ‘귀족노조’라는 여론의 비난과 예상보다 저조한 참석율 등으로 파업 15시간 만에 자진 해산
했다. 이번 파업은 발전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 이슈화 시킨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임금인상과 5조3교대 근
무 등 일명 ‘철밥통’ 근로자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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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경쟁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전이 지난 9월 25일 독립사
업부를 공식 출범하면서 배전부문의 경쟁시대도 개막됐다. 한전은 9월 25일부로 전국 15개 지사 중 독자적 경
쟁규모(수용가 100만호 이상)를 갖춘 8개 사업소를 9개 독립사업부로 재편했다. 올해 출범한 9개 독립사업부는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대구, 경남, 부산 등이다. 이들 사업소는 내년부터 한전 사장과 경영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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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서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
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난 20년간 9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선정에 실패하는 등 숱한 굴곡을 겪어온 방폐장 건설 사업은 이날 착공식을
통해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착공은 원자력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인 방사성폐기물의 처
분방안을 마련, 원자력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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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수명 연장
10년간 더 운전한다
과기부, KINS 심사 결과“안전하다”결론 도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
기가 앞으로 10년간 더 가동된다.
정부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장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를 열고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에서 가동 중인 20기의 원전 중 처음
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원전이 됐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
기의 안전성 심사를 실시한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KINS)의 결과를 심
의∙확정했다.
▶관련기사 19면
과기부는 KINS가 지난 18개월간
약 1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향후 10년간 안전한 상태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
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KINS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는 일본, 유럽의 원전 계속운전
에 적용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기준을 모두 적용해
총 16개 분야 112개 기준에 대해 검토
했고 그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설명했다. 또 KINS는 안전성 심
사의 객관성을 제고키 위해 IAEA의
전문가 검토도 실시했다.
문병룡 과기부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원전 설계수명 결정에 중요한 원자로
용기의 경우 중성자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충분히 계
속운전이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승
인한 만큼 고리 1호기는 지역주민들과
의 원만한 협의만 이뤄진다면 연내 재
가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로선 지역 내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

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의 반대가 높
아 재가동 시점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운
전에 따른 지역지원을 요구하면서 대
규모 집회와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
력과 기장군민반대대책위는 고리 1호
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1978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
리 원전 1호기는 지난 30년 동안 총
1147억kWh의 전력을 생산했고, 설계
수명 만료로 올 6월 가동을 멈췄다. 현
재 세계 30개국 444기의 원전 가운데
37기가 계속운전 중이며 48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진시현 기자<jinsh@>

효성, 세계 최대 용량 차단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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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선입찰‘이변’
中企 물량 80% 수주, 대기업 우위 구도 뒤집혀
치열한 가격 경쟁 여파…일부 대기업 수주 포기
한전 전선 연간 단가입찰에서 중
견 및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추정가격 3110여억원 규모의 단가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입찰 결과 중견∙중소기업이 전
체의 80% 가량을 수주, 매년 대기
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던 구
도를 뒤집는 파란을 일으켰다.
대기업에선 대한전선이 480억원
대를 수주하며 체면을 세웠을 뿐
대기업 4사를 모두 합해도 500억원
에 못 미쳤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
전 물량 수주 비중이 55대 45 정도
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입찰 결
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진했
던 배경에는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전선조합 미응찰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낙찰금액이
추정가격에서 20% 가까이 떨어진
2550여억원대인 것을 봐도 유례없

는 가격 경쟁이 벌여졌다”며“덤핑
여파로 대기업이 수주를 포기하며,
중소기업이 물량을 대거 수주한 것
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해까지 입찰에 참
여하던 전선조합이 올해에는 응찰
하지 않은 것도 경쟁 심화를 초래
했다는 분석이다.
낙찰 금액기준으로는 케이티씨
가 648억여원 어치를 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한전선이 487억여원,
코스모링크 430억여원, 모보 401억
여원, 서울전선 243억여원 등이 뒤
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수주 기업은 이들
5개 기업뿐이며 KB전선(93억여
원), 고려전선(68억여원), 아이티
씨(57억여원), 대신(50억여원) 등
이 50억원 이상을 수주했다.
한전 관계자는“이번 입찰은 전
체 전선 단가물량 중 80~90% 정도
를 차지한다”며“정식 계약은 10일
을 전후에 각 업체와 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21ssj@>

LED도 설치지원금 받는다
한전, 전력수요관리 추진계획 발표

1100kV급…독자기술로 세계 두 번째
중국 극초고압 차단기시장 선점 기대

고효율조명기기�변압기 지원대상 품목 확대

효성이 세계 두번째로 극초고압 차단기인 1100kV GIS(가스절
연개폐장치�사진)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1100kV GI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압의 제
품으로서 차단 능력이 탁월하고 신뢰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이다.
효성은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엄격한 차단 성능 검증을 통
해 제품의 완성도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1100kV GIS는 극초고압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천km의 장거리 수
송하는데 사용되며,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는 없으나 국토
면적이 넓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
는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의 국가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
이다.
특히 중국은 2020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1000kV급 전력의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
효성은 중국 시장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시장
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년간 최대 6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의
1100kV GIS 시장은 물론, 인도 전력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송세준 기자
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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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LED, FPL 45W안정기,
HID안정기, 무전극램프용 안정기 등
4개 품목이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
금 대상에 추가된다.
또 지난 7월 고효율변압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고효율기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구미세화(레이저)
변압기의 설치지원 사업이 시작될 것
으로 보인다.
한전(사장 이원걸)은 지난 6~7일 강
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제3회
전력수요관리 심포지엄’
을 열고,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추
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우선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해 전력피

크를 줄이는 효율향상사업의 지원 대
상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LED, FPL 45W안정기, HID안정기,
무전극램프용 안정기 등을 고효율조
명기기 설치지원 대상에 추가키로 했
다. 또 아몰퍼스와 함께 자구미세화
변압기도 고효율기기 지원 대상에 포
함시키기로 결정, 그 동안 가닥을 잡
지 못했던 고효율변압기 설치지원사
업의 방향을 정리했다.
한전 관계자는“현재 산자부와 최종
계획을 협의 중”이라며“조만간 효율
향상사업 확대계획과 구체적인 지원금
예산을 확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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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회‘한국전기문화大賞’공모
현대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전기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복리증진
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전기관련인 및 단체를 선정, 포상합니다. 산업계
와 전기계에 풍요로운 전기문화의 터전을 제공하고,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한국전기문화대상’
공모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공 모 부 문
●해당분야

∙전기(건축전기)시공 ∙원자력 및 과학기술 ∙안전보건(시공/감리)
∙발�송�변전
∙에너지
∙전자/IT
∙제 조
∙이론 및 제도
∙전기 설계/절약
∙전기 과학/변환
∙전기 유지관리
∙전기관련
●상기 분야와 관련된 행정�산업�단체�기업�학계�연구원�각 현장 및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보인 자(또는 단체)
시 상 내 역
●전기문화대상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노동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중소기
업청장 표창

●산업자원부

응 모 요 령
●접수기간 : 2007년 12월 3일(월)~2008년 1월 4일(금)
●제출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소정양식) 2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단체는 대표자 사진 및 업체 전경 사진)
④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2부(소정양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공적 증빙자료 2부
⑦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가 입력된 디스켓 1부
⑧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발급 최근 2년간 산재율표
(기업체 임원인 경우에 한함)
※ 제출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electimes.com)의‘전기신문
사고’
에서 down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157-836)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33-2 (주)한국전기신문사 총무팀
●문의 : 02-3219-0600
시 상 일 자
●2008년 5월 21일(수)

기 타 사 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한국전기신문사

윤정일 기자<yunji@>

※인터넷 전기신문‘일렉타임즈(www.electimes.com)가 10일부터
대폭 개편해 오픈합니다.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변화를 선도하는 효성!

2007. 12. 10

22.9kV 수전설비의 변화!

효성ChanGIS체인지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앞으로 10년간 더 가동된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원

84%나축소된설치면적

�충전부위에 대한 완벽한 밀폐로 최상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제품의 Compact화로 설치면적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빌딩,

아파트, 공장 및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에 따라
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정격 : 24kV 630A 25kA
�구성품 : LBS, VCB, MOF, PT

비용절감으로돌아오다
!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0기의 원전
중 처음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원전이 됐다. 한국원자력안전
기존 수전단 배전반 14㎡

기술원(KINS)은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서 일본, 유럽의 원전 계속운전에 적용되는 국제원자력기구
84%의 설치면적 축소
기존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2,100만원건축비 절감

(IAEA)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기준을 모두 적용해 총 16개 분야 112개 기준에 대
제품문의 02-707-6208

02-707-6255~9
해 검토했고 그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INS는 또 안전성 심사의 객관성을
재고키 위해

IAEA의 전문가 검토도 실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승인한 만큼 고리 1호기는 지역주민들과의 원
만한 협의만 이뤄진다면 재가동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전망이지만 현재로선 지역 내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
Compact형
ChanGIS
수전전압
22.9kV의 정식 수전반
이효성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의
반대가 높아 재가동 시점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435

리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한 해 동안 가상의 인물‘나기본’씨
본을 세우자’라는 연중캠페인을 전
한다. 앞으로‘나기본’씨는 인사청탁
불감증, 입찰 담합, 불법유통, 논문
온갖 부조리현장을 종횡무진하게 된

’씨를 통해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각종 병폐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우는 2008년’을 만들어보자.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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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마라톤 대회’

차관 주재로‘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
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물
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Action Plan)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는
전기요금과 철도요금 등 17개 중앙 공
공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2010년까지
전기요금 체계의 단계적인 조정을 통
해 원가보다 높은 요금을 내는 가정∙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
키기로 했다.
즉 현재 교차보조 형태를 띠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주의에 맞게 개
선, 원가보다 비싼 주택용∙일반용 전

지식경제부 관계자는“일단 정부는
2010년까지 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
로 개편해서 가정∙자영업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앞으로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
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일 정유사 출고 분부터 10% 인하하
고,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경차연
료 유류세 환급, 통신요금 인하, 출퇴
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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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강도 긴축경영 돌입
원유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과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마저 계속 동결된다면 올해 한전
의 당기순이익이 1조2000억원의 적자
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부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전은 이에 따라 발전회사와 함께
올해 1조260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
로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고강도 긴축
경영에 돌입키로 했다.
한전(사장 이원걸)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2008년도 전국사업
소장회의’를 열고,‘고 연료가 극복을
위한 긴축경영계획’을 발표했다.
긴축경영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유
가와 유연탄가, 환율 등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은 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하고 적극적인 긴축경영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전력수급과 설
비운영에 지장이 없는 128개 사업을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철거자

튀는 레이스가 예상됩니다. 이번 행
하고 있는‘전기사랑, 나라사랑’캠페
’을 전개하여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움
실천하고자 합니다. 전기인과 업계
니다.

10시 (개회식)
수변마당 (63빌딩 앞)

w.e-powermarathon.com)
문사
사 및 전력그룹사, 한국전기공사협회,
관련협단체∙업체

2-3219-0600)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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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기자<yunji@>

유가�유연탄가�환율 상승 지속시 1조2천억 적자 예상

2008 전국사업소장회의서 밝혀

020

재 재활용 및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
해 총 80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 축소, 용역 및
과제비 축소 등을 통해 손익예산 3800
억원도 줄이는 등 1단계로 발전회사
와 함께 총 7600억원의 예산을 감축키
로 했다.
한전은 또 배전사령실 광역화사업
등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16개 사업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해 1600억원
을 절감키로 하는 등 2단계로 예산
5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그러나 이 같은 자구노력에
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 당 85달러,
환율은 달러 당 940원 수준을 유지해
야 올해 당기순이익이 흑자(1000억
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유가가 90달
러 이상, 환율이 940원 이상 지속되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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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상 첫 적자 … 고강도 긴축경영 시행

2008. 3. 10

한전이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국제 발전연료가격이 급상승하면
서 1년 내내 전기요금 인상압박에 시달렸지만 물가불안을 우려한 정부의 요금통
제 정책으로 인해 사상 첫 적자를 경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뒤늦게 6,68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지
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3차에 걸쳐 전력그룹사와 함께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고강도 긴축경영을 시행,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윤정일 기자

특집 / TFTS 우리가 최고 9~12면

이 같은 한전의 고강도 긴축경영은 기자재·시공 협력업체들에게도 직격탄을 날
리면서 전력산업계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월드컵경기에서 패널티킥 순간에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반도체 공장과 같은 핵심사업현장에서 갑자기
전기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는 잠깐일지라도 그 손해는 계산하기조차 힘들만큼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에 대형 플랜트와 선박에서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합니다.
전력소비가 급상승하는 순간에도 Susol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약속합니다.
이제 프리미엄 전기솔루션 Susol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Super Solution for Electricity

Network Solution

Susol 차단기와 개폐기의 장점
MCCB
- 정격 Frame의 단순화 160/250/630/800AF(4Frame)
- Super Performance 150kA(Ics=Icu)
- 부속장치 공용화 전 Frame에 100% 공용
- Full Accessory 실현
- 통신기능 구현 MODBUS 방식

MS
- 전류용량 향상 32AF(45%), 63AF(58%), 95AF(12%)
- 전기적 수명 향상: 100만회→200만회
- 계통 신뢰성 확보 : Type Ⅱ Coordination
- 주변기기와 완벽한 System화
- 친환경 제품: 국제 환경 규격 RoHS에 적합

Supervision PC
(중앙 감시 시스템)
Sub Supervision PC
PLC

통신부(CU)

Susol MCCB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14F
▶서울영업팀 : (02)2034-4580~82
▶부산영업팀 : (051)310-6821~24
▶대구영업팀 : (053)603-7711~13
▶광주영업팀 : (062)510-1811~22
▶대전영업팀 : (042)82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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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화두 ‘급부상’

2008. 8. 21

2008년 최대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식’에서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이라는 경축사를 통해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
라의 새로운 비전의 축이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
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
적으로 제고(2030년 11% 이상, 2050년 20% 이상)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임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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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어 온 현장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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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080

090

100

2008. 8. 25

전기공사업계는 지난 1년 간 독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장 큰 이슈였다. 지난 8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남병주 회장은
전국 1만1,700여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독도에 5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9월 초부터 12월까지 성금을 모금해 당초 예상했던 건설자금 25억 원을 훌쩍 넘는
29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기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건설사업은 민간차원에서 독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 독
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070

세계에너지총회 대구 유치 성공

2008. 11. 13

에너지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에너지총회(WEC)가 2013년 우리나
라 대구에서 열린다.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WEC 멕시코 집행이사회에서 경쟁도시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덴마
크 코펜하겐을 따돌리고 2013년 WEC 총회를 대구시로 유치하는 데 성
공한 것이다. WEC 총회는 세계에너지협의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에너
지업계의 가장 큰 행사로, 총회 개최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만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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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도입…이제는 贊反 아닌 상생 논의 할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신재생E 보급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과 관련, 의무 대상과 공급
의무량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거세다. 최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RPS 국내적용방안 정책연구
설명회’
에서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상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력판매
자가 아닌 발전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해야 하고, 공급 의무량
도 시작년도인 2012년엔 2~2.5%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주
장했다. 이 박사는 발전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의무대상자가 다수여서 시행이 쉽고, 발전사업자의 건설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지난 2000
년 전기연구원에서‘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전력 의무구매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돼,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때 처음 제안됐다.
RPS의 목표는 한 마디로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장 확실하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
력을 원료로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효율이 크
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느 기업도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나서기 힘들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발전차액지
원제도를 도입해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주
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목표로 하는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
려면 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RPS다. 미국의 경
우 RPS제도로 인해 2008년에만 약 8000MW의
풍력발전설비 보급에 성공했다. 단 번에 풍력발
전 설비 설치 세계 1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70억 달러의 투자 효과와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경
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석유�LNG 가
격의 상승으로 불안정한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
한 의존도도 낮추고,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도입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이 높아 GDP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
만 보급 비중이 높아질수록 GDP 증가효과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터뷰

이창호 전기硏 박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는 청정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가
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큰 틀에
서 보면 부존자원 부족국가로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죠. 물론 일부 발전사에서 당장 부담
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만큼 이
제는 RPS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RPS 국내 운영방안 수립과 관련해 정부 용역을 담당한 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더 이상 RPS추진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FIT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초
기 시장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한계 도달
2030년 11% 달성 위해선 RPS가 유일 대안”

준비 기간 충분 VS 너무 촉박…도입 초기 의무부과율 조정 필요
신재생에너지 균형 보급 가능 VS 태양광 발전 도태…FIT 보완 고려

RPS제도 의무 대상자 선정

전기요금 상승 미미 VS 대폭 상승…국민부담 일부 증가 감수해야

RPS제도는 전기사업자(의무대상)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분을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전력량 100만MW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에게 5% 의무비율이 주어
진다면 연간 5만MW를 신재생전력으로 공급해
야 한다.
의무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REC(공급인정증명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REC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을 건
설하는 자체조달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통한 외부조달 ▲다른
기업이 발행한 REC를 구입하는 인증서 구매가
그것이다.
의무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판매사업자들을 의무 대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전력회사들이 발전과 판매를 겸하고 있고, 그
숫자도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판매사업자가
한전밖에 없고, 발전사업자의 경우 다수여서 발
전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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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
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RPS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발전용량이 큰 발전사의 경우는 RPS법안 도입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부담이 막대해 의무부과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태양
광발전 관련 회사도 RPS가 도입되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떨
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은 제외하자는 의
견도 있었지만,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 그 양이
너무 적고, 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전력회사를 예외로 하고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
도 포함키로 했다.
그리고 의무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기업으로
제한할 것인지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와 발전량
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공기업만 하기에는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사업자
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설비용량과 발전량
기준이 아직 논의 중이며, 설비용량 1000MW
이상 또는 기준발전량 0.5% 이상인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6개 발전자회사와 포스코파워,
GS EPS, K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등이 대
상이 된다.
공급의무량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작년도인 2012년 2% 또는 2.5%로
시작해 목표연도인 2022년 10.0%가 유력하다.

전원별 가중치 도입
RPS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대폭 늘
어나게 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지원이
없어 기술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도태될 위험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발전
의 경우 기술경제성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많
이 떨어져 별도의 대책 없이는 앞으로 수요 증
가가 어려운 현실이다.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
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90
원대이고, 기존 화석연료로 발전할 경우 발전단
가는 1kWh당 70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발전단가가 SMP를 훨씬
웃돌아 연료전지의 경우는 발전차액지원이
1kW당 274원이고, 태양광은 발전차액지원액만
600원이 넘어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
다.
때문에 RPS도입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다. 이를 위해 정
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을 부과해

KyongBo
RPS제도 도입 … 발전차액지원 줄어

일정 부분 발전을 보장하고, 나머지 신재생에너
지원에 대해서도 전원별 가중치를 둬 균형보급
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
로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RPS를 도입했던 미국도 최근 들어 발전차액지
원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독일도 여
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발전차
액지원제도 존속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 이
후 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
대만 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발전차
액지원 한계용량도입 철폐를 주장하는 것과 같
다”며“외국의 FIT제도는 우리나라와는 개념
이 다른 보조금과 같은 형태이며, 이것이 RPS
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
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봅니다. RPS와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박사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
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다”며“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11%
를 달성하려면 RPS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PS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전회사들은 시작년도인 2012년의 의무비율
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물론 용역을 맡은 저도 정부가 처음 제시한 3%
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2%대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3
년 12월 RPS 제도 도입을 천명한 바 있어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잘만 운영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크게 커지고, 발전회사들이 얻는 이득도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박사는 의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사업자가 한전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하게 됐다”며“한수원의 경우 원자력도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동경전력 등도 원자력발전소를 가지
고 있지만 RPS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
지 않다고 봅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된 2001
년부터 2005년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
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순간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년 내에 원
금 회수도 가능하고, 관련 제조업도 성장하면서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서도“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분보다 훨씬 적은
0.3~0.5% 상승에 그칠 것”
이라며“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져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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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신재생에너지 위해
발전 사업자들은 울고 웃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의무 대상과 공급
顧客滿足을
의무량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을 목표한 만큼 높이기 위해선 발전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는 RPS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계
Induction dis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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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ransducer

9001 인증 하지만 이 제도가
원자력(KEPIC-EN)
자격 인증 발전사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돼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또 태양
류ISO
중이기는
도입되면
지시전기계기, 계기용변성기, 보호계전기,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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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발전차액 지원과 관련,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연간 한계용량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Digital Protective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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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배경과 향후 전망

연료비연동제 도입 위한 용도별 요금격차 해소‘의미’
주택� 농사용‘동결’심야전력‘대폭 인상’
지식경제부가 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키
로 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4.5% 인상한 이후 7개월 만
에 다시 요금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
혔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노력(1조2000억원)을 감안해
도 이번 전기요금 3.9% 요금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해소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추가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요금수준은 적정 공급원가의 92.5% 수준
에 머물러 전기 과소비 문제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적정 원가 수준
이 되기 위해서는 7%의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상
황과 물가여건을 감안, 인상율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비록 투자재원 마련과 전기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는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최
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줄이고, 용도별 요금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농사용은 동결하고, 일반
용(2.3%)과 사용량이 적은 산업용 갑(3.9%)의 요금인상폭은 최
소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보상율로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는 교육용(6.9%), 가로등(6.9%), 산업용 을∙병(6.9%),
심야전력(8.0%)의 요금인상 폭은 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일반용-산업용의 원가보상율 격
차는 종전 12%에서 8.4%로 줄어들고, 주택용-산업용의 격차도
4.4%에서 -1.6%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화하기 위해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를 운영키로 했다.
아직 정확한 할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 51만6000가구에 달하는 3자녀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력한 심야전력 억제책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
설 등에 대해서는 심야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할인율도 높여 사
실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연료비연동제 시범운영
정부는 현재 사후정산, 비용보장 방식의 요금구조(총괄원가규
제)로는 전기요금에 의한 수요조절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연료비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 뒤 결과를 분석해 빠르
면 2011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고정할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이 10% 상승
하면 12억7000만 달러의 발전용 연료비 수입이 증가하지만 연료
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약 5% 인상돼 4395GWh(5억
5000만 달러)의 전력수요를 줄여 국가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

서민 부담‘최소화’…하반기 추가 인상 배제 못해
일반� 산업용 원가보상율 격차 12%서 8.4%로 축소
지경부는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전기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요금제도
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심야전력 추가수요 억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
나가 심야전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다.
정부는 올해 8.0%의 요금을 인상하고, 앞으로 2013년까지 매
년 정기적으로 요금을 올려 적정원가 수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다. 또 내년부터 심야전력 신규접수도 중단해 추가수요를 최대
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2~2013년께에는
심야전력 초과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회정책지원 강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추가부담을 가급적 최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
구분

전체
평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조정률(%)

3.9

동결

2.3

6.9

갑
3.9

산업용
을∙병
6.9

평균
6.5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력

동결

6.9

8.0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
구분

주택용

산업용

인상률

5.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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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난방용
9.1%

일반용

냉방용

9.1%

7.7%

열병
합용1
9.2%

열병
합용2
11.5%

열전용설비용

평균

11.1%

7.9%

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가정할 경
우 올해와 내년 사이에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올려놔
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2012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2013년
부터 용도별 요금체계를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3가지로 통
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전 적자 해소엔 부족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전 적자가 작년 수준(2조9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한전 자구노력 1조2000억원과 이번 요금인상분 1조
2000억원을 더해도 약 4000~5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
산이 나온다.
때문에 전기사업자의 재무여건 개선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서는 하반기에도 최소 2~3% 수준의 추가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도 26일 합동브리핑에서“현재로서는 하
반기에 추가요금 인상을 한다, 안한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물론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이번에 요금을 인상한 것
은 아니지만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인상 계획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정일 기자<yunji@>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 합동브리핑
Q. 요금규제 방식을 총괄원가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가.
A:현재 전기요금 규제방식은 총괄원가주의로, 사후에
한전에 필요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요
금을 조정하는데, 그 결과 전기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혁신 유인이 결여된다. 따라서 앞으로 연료비 등 전기사
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 판매관
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은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Q.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
가 해소되나.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에 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가.
A: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추가인상을 하겠다, 안하겠다
는 것을 얘기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요금
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인상한 것은 아니
다. 한전의 경우 자구노력 1조2000억원과 3.9% 요금을
인상해도 과거의 누적적자를 다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
다. 추가인상 계획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Q. 서민부담을 고려한다고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는
데, 심야전력도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A: 지금 심야전력을 인상해도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없도록 예외를 뒀다. 그래서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심야전력 인상을 예
외로 했다. 심야전력 사용자 중에서 기업형 난방 등 그런
계층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Q. 가스요금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어떻
게 한다는 것인가.
A:가스요금 누적적자 회수는 이번에 4000억원 정도
되고, 유가, 환율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3년 내에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회수계획의 변동성은 유가수준에 달
렸다. 유가가 안정되면 그 상태에서 원료비가 낮아지고,
현행 요금 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
오다. 다만 유가 급변이 있으면 조정을 해나가겠다.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로 단순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용도별로 요금격차를 차등화한 것도
이런 계획의 일환이다. 누진제 문제도 장기적인 측면에
서 전문가와의 검토를 거쳐 전기소비절약을 촉진하는 차
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유지는 하고, 용도별 요금도
유지하되 단순화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내년부터
모의적용해서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상
요인을 파악하고, 테스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부터 전기요금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연료비연동제
시행결정
는는회원의
권익향상과
인천시회
인천시회
회원의
권익향상과전기공사업계
전기공사업계발전을
발전을위해
위해더욱
더욱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9. 6. 29

정부가 올해 발전연료비의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중앙회, 공제조합, 신문사, 연구원 임원 및 위원

회 장

유 명 환 (주)신 광 전 력

부회장

이 찬 용 (주)동서전기통신

6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전기과소비 방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시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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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한국전기신문사 감사 이 태 규 태화전력(주)
운영위원회
시한 뒤이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화력발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석유,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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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자는 11%, 건설투자는 3%의 증
가를 전망했다. 2010년 수출은 연간
13% 증가하고 수입은 연간 21% 증가
해 경상수지가 연간 150억달러의 흑자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010
라 취업자수는 연간 20만명 내외 증가
하고 물가는 3% 내외에서 안정될 것
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한해동안
‘성공적인 위기극복’과‘성장기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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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최경환 장관(오른쪽 첫번째) 등 경제분야 주무장관들이 내년도 경제운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롯한 정부 관료 출
업계∙민간기업 인
응모원서를 냈다는
중부발전 사장 인사
는 오는 14일 오전 서
05
시한 뒤, 같은 날 오
를 거쳐 적임자를 가
관에 추천할 예정이다
몇 배수를 추천할
정된다.

황인국 기

독도 태양광발전 본격 가동
11일 2차공사 시운전 완료, 全 공정 성공리에 완수
전기공사協� 에관公� KPS, 새해첫날 독도서 준공식
독도 태양광발전설비가 모든 건설공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성공리에 완공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거둔 약 30억원의 성금을 재
원으로 전기공사협회, 에너지관리공단, 한전KPS가
공동으로 독도 현지에 건설해온 설비용량 55kW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지난 11일 2차공사 시운전까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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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고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전기공사협회, 에관공, 한전KPS는 내년
1월1일 독도에서 새해 해맞이행사와 함께 태양광발
전설비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울릉도 독도
박물관에 건립한 독도태양광발전설비 건립 기념조
형물 제막식도 가질 계획이다.

독도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국회, 유관기관의 주요
내외빈과 성금기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국내 유
력 방송언론에서도 큰 비중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독도태양광발전설비는 경비대 유류저장고에
30kW, 발전기실에 10kW, 등대옥상에 15kW 등 총
55kW의 설비용량으로 모두 국산기자재를 사용했다.
독도태양광발전설비 건립은 지난해 8월 전기공사
협회 임원∙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의해 처음 시
작됐으며, 이후 금년초까지 총 30억원의 건립기금이
모금됐다.
이 사업은 한전KPS가 설계시공을, 에너지관리공
단이 인허가업무 등을 수행했다.
<2면에 계속>
여기봉 기자<yeokb@>

2009. 12. 14

독도 태양광발전설비가 모든 건설공정을 마치고 지난 12월 11일 성공리에 완공됐다. 또한 2010년 1월1일 신년
해맞이 행사와 함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갖는다. 독도 태양광발전설비는 한국전기공사협
회가 주도적으로 모금한 약 30억 원의 성금을 재원으로 전기공사협회, 에너지관리공단, 한전KPS가 공동으로 독
도 현지에 건설한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다. 설비용량은 총 55kW로서 경비대유류저장고(30kW), 발전기
실(10kW), 등대옥상(15kW)에 설치됐다. 독도 태양광발전설비 준공은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
을 알리는 것은 물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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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법 만료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시켰던 법적 근거였다.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당초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떼
어낸 뒤 배전·판매부문 분할을 서서히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반대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배전·판매부문 분할과 발전사 매각 등 일련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발전회사 6곳이 한전의 자회사로 남고,
배전·판매부문은 한전에서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조개편촉진법은 2010년 1월 1일부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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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처음
고객과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

TEL (0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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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산업 선진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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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정부가 3월 LED조명산업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LED기업들과의 상생협력간담회
에서 ▲LED조명산업 선진화 ▲LED장비산업 육성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골자로 한 ‘LED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LED조명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한 품
질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해 ‘제품의 평가·공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LED조명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발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LED조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적정 수준의 제품만 유통되
는 나라장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고효율조명제품을 개
발하기 위해 2012년까지 연간 200억원의 R&D 자금을 투자하고, 조명용 고출력 LED칩 개발을 N이한 산학연 국
제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초박형·평판형 조명 등 스타 브랜드급 제품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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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040

2010. 4. 19

2009년 12월 여야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4월 14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전
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녹색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다만 온
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경우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한했다.
녹색인증제는 유망한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
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077

지경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확정 발표

2010. 8. 26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2단계 후속대책(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8월 24일 확정, 발표했다. 전력산업
에 경쟁과 효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한전 발전자
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모기업인 한전이 실시하던 경영평가를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접 받게 됐다. 발전5사의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전부 이관되며, 남부발전의 신인천발전소와 서부발전의 서
인천발전소가 통합 운영된다. 발전5사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력 지침도 만들어진다. 연료구매 등 발전
5사 협력본부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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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1. 3. 17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체르
노빌 이후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로 기록됐다. 쓰나미로 인해 냉
각에 실패하면서 원전 내부에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 방사능 물
질이 그대로 유출된 대형 참사다. 반경 30km이내는 초토화됐으
며 바다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냈
다. 이에 전 세계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계
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고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후쿠
시마 사고는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하지만 일본이 원
전 가동을 중지하면서 비상발전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079

9·15 정전

2011. 9. 19

9월 15일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각지의 엘리베
이터가 멈춰 섰다. 심지어 군부대, 경찰서를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마저
도 정전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특히 국정감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다. 안
정적 전력공급 능력이 세계 최고라던 자부심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무총리실은 끝내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책임자 17명에 대해 징계
를 통보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전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
고, 제2차관 등 정부의 에너지라인도 사실상 물갈이됐다. 한전과 전력
거래소 통합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력당국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전력수요관리에 허점이 드
러났으며, 실무지침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각종 대책도 잇달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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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안정적 전력공급‘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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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6사 사장단, 한전서 결의대회…“총 188만kW 공급능력 추가 확보”

신규 발전소 조기 준공₩기름발전소 예열상태 유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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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제 시행, 특별점검₩긴급복구조직 상시 대기

080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가 올겨울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
어갔다.
발전6사 사장단은 12일 한전 본사
20층 회의실에서 동절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도수 한국남
동발전 사장, 남인석 한국중부발전 사
장,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상
호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길구 한국동
서발전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발전사 사장단은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이 대표 낭독한 결의문에서“겨울
철 피크기간에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
키 위해 여수 2호기, 예천양수 2호기
등 신규 설비를 조기에 준공했으며,
여수 1호기 등 노후발전소의 폐지시기
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계획예
방정비에 들어갈 울진원전 1호기, 삼
천포화력 1호기 등은 피크기간 전후로
정비일정을 변경하는 등 총 188만kW
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
했다.
발전6사는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경우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써야할
2011. 12. 8
전기를 수요가 적은 시간대로 옮겨 사
용하고, 조명도 최소 수준만 켤 예정
이다. 예비전력이
바닥을오후
드러낼 정도
지난
12월 5일
3시 30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
로 위급할 때에는 발전기를 최대출력
높여 달러를
전력생산에 나서고,
경우에 쾌거를 거두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로으로1조
돌파하는
따라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방안도 적
극 검토키로
했다. 1962년 당시의 무역규모 4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수립된
지난
양수발전소를 보유한 한수원은 안
정적인 전력공급을
상부댐을
만
2,000배
이상 위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중전기기 수출액도 100억 달러
수위로 유지하고 있다.
적정 재고일
를 화력발전5사는
돌파하는 석탄의
역사적인
해로 기록됐다. 지난 11월 말 현재 누계실적이 이미
수를 평소보다 늘려 잡아 공급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수출액은 110억
서는 비싸지만 설비고장을 덜 일으키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이 발전6사 사장단을 대표해‘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6사 결의문’을 12일 낭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는
고열량탄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
김종신 한수원
사장, 이는
이길구 동서발전
이상호주요
남부발전전력기기를
사장, 김문덕 서부발전수
사장,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
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랜사장,
세월
다.
발전사 사장단은 이날 결의대회를
있으며, 특별점검반과 부상하
긴급복구조직
들이 제때에
했어도 9·15
정 수출강국으로
사장단은“발전연료로
기름을
쓰는
입에만
의존해오던
우리나라가
이제돌기만
당당한
중전기
마친 뒤 곧바로 자리를 옮겨 김중겸
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상황에 대
전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
영남화력 1~2호기, 울산화력 1~3호기,
한전 사장이 주재하는 전력그룹사 사
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었다. 수치로
화력발전 5사는
이에 따라 기름
1호기는
즉각적인 전력생산
고인천화력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평가된다.
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사장단은 또“전력수요가 가장 높이
발전소들이 언제라도 즉각 돌아갈 수
이 가능토록 예열상태를 유지하고 있
한편 이들 6개 회사사가 보유한 발
올라가는 시간대에는 발전기 조작과
있도록 저출력운전 중이라고 설명했
다”고 강조했다.
전소들은 국내 전체 전력공급능력의
정비작업을 중지케 했다”며“제작사
다.
이들 발전기는 9·15 정전 당시 전
약 90%에 달한다.
와 정비업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했
사장단은“발전설비별로 담당자를
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가 없었기
다”고 덧붙였다.
지정하는 등 책임운영제를 시행하고
때문에 줄곧 꺼져 있었다. 이 발전기
황인국 기자<centa19@>

무역 1조 달러·중전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변압기₩GIS₩개폐기, 中企적합품목 지정
동반위 38개 제품 확정…배전반은 이달 중 최종 결정 방침
동반성장위원회가 변압기와 가스절연개
폐장치(GIS),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를
제3차 중소기업적합품목으로 선정했다. 관
심을 끌었던 배전반은 일단 제외됐다.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출
범 1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10차 본회의를 개
최하고 총 38개 중소기업적합품목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변압기의 경우 몰드방
식은 ABB 등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고 유입방
식만 1000kVA 이하 시장에 대해 대기업 진
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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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는 25.8kV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대기업이 공급했던 제품에 대한 교체
물량이나 새롭게 개발되는 친환경 GIS에 대
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5.8kV 개폐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
의한 대로 한전의 발주 물량 중 대기업이 차
지하는 현재 비중 15%를 오는 2014년까지
10% 수준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수전용량 3000kVA(대기업
주장) 이하와 7500kVA 이하(중소기업 주
장)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배전반에 대
해 중소기업적합품목 지정을 유보하는 대

신 TF팀을 구성해 최종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TF팀은 12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
며 현재로선 수전용량 4500kVA이하로 가닥
이 잡힐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출범 1주년이라는 의미있는 날 개최
된 이날 회의에는 25명의 위원 중 이익공유
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기업측 위원 9명이 불
참하고 정운찬 위원장과 중소기업측 위원 9
명, 공익위원 6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
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10면
진시현 기자<jinsh@>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 열자”

발전5사 전무선임 놓고
한전-발전사 간 신경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동양기전 조병호
회장 금탑 등3차례
유공자 발표를
785명 포상통해 변압기, 개폐기, 가스절연개폐장치, LED조명, 절연
동반성장위, 중기적합품목 선정
이명박 대통령, 12일‘무역의 날 기념식’서 강조

2011. 12. 15

전선 등을 중소기업적합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000kVA이하 유압변압기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병호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이 수

내년 1월 일제히 교체되는 발전5사 전무 자리를 놓고

여되는 등 무역제외한
1조 달러 달성과
‘제48회 무역의 날’행사에
참석해 램프류를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으로 분류됐으며,
LED조명은
일체무 LED조명이
중소기업사업군으로
확정됐다. 특히 논
“무역 1조 달러는 기업인, 근로자

역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총 785명

한전은 넉넉한 인력풀과 모기업이란 이점을 살려 발전

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LED램프에
이뤄낸 역사
자회사
관리전무 자리에
한전 사무직군
출신을 앉히길
란이 많았던
직관형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희
25.8kV 개폐
적 쾌거”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또 지난해보다 393개사가 증가한

망하고 있다.

1929개사가‘수출의
을 수상했 현재반면,
작지만 강한
수출중소기업을
발전5사는 이번
기회에 내부승진을
정례화할 수
기의 경우,
한전
물량 중 육성
대기업이
차지하는탑’비중을
15%에서
2014년까지
10%수준으로
낮추기
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는 동시

다. 역대 최고의 탑인 650억불탑은

있는 계기를 엿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기업이
수상했고 전기·에너지
에 신흥시장
개척과 FTA를 활용한
이 같은 견해차는
12일 김중겸
한전 사장 방향으로
주재로 열린 결정됐다.
로 했으며,
GIS(가스절연개폐장치)는
신규물량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미국, EU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

분야에서도 효성(50억불) 등 20여개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에서도 일부 드러났다는 후문이

사가‘수출의 탑’
을 수상하는
영예 않도록
써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
다.
▶관련기사3년
2면 후부터 대
다만 교체물량이나
친환경GIS시장에는
제한을
두지
했다. 이외에도 절연전선은
자”고 강조했다.

를 누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양기전
조
진시현 기자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정해졌다.

전기공사업M&A전문
444

발로 뛰어 온 현장 50년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동서 C&C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사 전무선임과 관련한 안건
이 따로 상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전
이 회의도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전무선임을 앞두고 최종후
보로 한전과 발전사 출신을 1명씩 복수 추천해 발전사 사
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갖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발전5사는 그러나“정부 규정에도 보장돼있는 만큼 전
무선임은 해당 발전사 사장이 판단할 고유권한”이라고 반
발하고 있다.
이 사안은 발전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2014년을 전
후로 한 본사 지방이전, 한전의‘원 캡코(One Kepco)’
기조유지 등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이 사안에 대해 일방통보가 아닌 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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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자생력, 동반성장 成敗 좌우”
대₩중기,‘자생력 강화’
‘
₩ 공정거래 질서’시급한 과제로 뽑아
본지, 주요 전기업체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중기적합업종에도 대기업 예상 밖‘긍정적’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가 동반성장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본지가 주요 전기업체 100개사를 대
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반성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중소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꼽았다.
중소기업군과 대기업군으로 나눠 실
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가장 시급한
동반성장 정책’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
업 응답자 77개사 중 28.5%인 22개사가
‘중소기업 경쟁력·자생력 강화’를 꼽
았다. 이는 중소기업 23개사(29.9%)가

답한‘중소기업 업역보호’이어 두 번
째로 많은 답변이었다.
대기업 역시‘동반성장을 위해 중점
적으로 추진하려는 모델’에 대해 전체
23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9개사
(39.1%)가‘중소기업 경쟁력·자생력
강화’를 답했다.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하
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양측 모두 다수(중
소기업 24.7%, 대기업 34.8%)를 차지

해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지정한‘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응답자의
58.5%(45개사)가 대기업들이 움직이
는 시늉만 하거나 전혀 실행하지 않
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
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됐던 대기업 응답자 중에는 중
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시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56.6%)’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오히려‘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의견은 21.7%(5개사)에 불과해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
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예산 64% 상반기 조기집행
올 실물경기 침체 예상 따른 대응차원…공공기관도 동참
올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침체가 예
상되면서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관들
이 비상에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실물경기 침체의 확산을 조
기 차단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화할 계

전기, 통신업양도·양수
www.co114.co.kr
분할, 합병, 법인 전환
신규, 공제출자, 기업 진단
덕이 많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산이란 뜻의 덕유산 중봉(1594m)을 찾았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산다는 주목 군락지 앞으로 우뚝 솟은 중봉은 덕유평전의 아
름다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굽이굽이 덕유산의 능선은 걷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 새벽 어둠을 걷어내고 덕유산의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임진년(壬굪年) 새해의 희망을 얘기하며 도전을 다짐해
보자.
전북 무주 덕유산=김동우 기자

黑괟의 승천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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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81-8111
FAX 02-581-0799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조치 첫 시행

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 둔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12조에 달
하는 재정의 63.9%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SOC 사업 예산

(주)서울분전반
소량주문 환영
제작기일 3일
품질 제일주의
T) 02-2625-4828
F) 02-2625-4829

은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
는 정부 목표인 60%보다 높은 수준으
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전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산하 공
공기관의 예산 조기 집행도 뒤 따를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또 다시 논란이 됐던 동반
위의‘창조적 동반성장(초과이익공유
제)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 응답자 중에서는 94.8%(73
개사), 대기업 응답자 중에는 60.9%(14
개사)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중소기업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이
나 이익배분율 설정 문제 등이 초과이
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외에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인센티
브와 같은 실천동력 방안과 함께 강제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광훈 기자<ankh@>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도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선
다. 국토부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
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 예산 21조 5000
억원의 64%인 13조7000억원을 조기에 집
행할 예정이다.
또 LH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비 38조 7000억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
한다.
정부 관계자는“정부와 민관 연구기관
에서 올 실물경기의 침체를 예견하는 것
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 증가와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불안 때문에 실물경제와 에
너지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
며“특히 상반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덕 기자<yuhd@>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전기신문사 임직원 일동

(주)동서 C&C
대표컨설턴트 민경태
Tel.02-3143-2585

신년호 특집 64면 발행

2012. 1. 2

2012년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다. 앞서 동반위는 2011년 9월부터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요 전기 기자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했다. 1차에서는 절연전선이,
2차에서는 LED조명이, 3차에서는 송배전변압기와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가 중기 적합업종에 선정됐다. 기
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다. 이에 따라 LED조명 등 중기 적합업종에 선정된 업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부
터 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기반을 마련했지만 한편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을 사실상 과점해 중소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 것은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취지를 퇴색시켰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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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양산형 전기차‘레이EV’

겨울철엔 힘 못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 125km, 저온 69km
“전기차 렌터카사업 시 약점으로 작용”지적
국내 최초 양산형 고속전기자동차
인 레이EV의 1회충전 주행거리가 겨
울철에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대표적인 비즈
니스모델인 렌터카 사업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입수한‘전기
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에 따
르면 레이EV의 1회충전 주행거리(승
차정원 4인 탑승 기준)는 상온 시
125.7km, 저온 시 69.3km다.
레이EV를 1회 충전했을 경우 봄·
가 을 에 는 125.7km, 겨 울 철 에 는
69.3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도의 주행거리는 시험기준(상
온 79km, 저온 61km)보단 높지만 기
아자동차가 작년 말 레이EV를 출시했
을 때 홍보했던 주행거리(139km)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은
환경부가 실시한 것으로, 시험 항목에

는 1회충전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주배
터리 차단장치 설치여부, KS규격 완
속충전기와의 호환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레이EV를 렌터카로
활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
적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V선도도시이면서 최근 포스코
ICT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전기차 렌
터카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제주도청
관계자는“레이EV를 평소에 이용하
는 것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문제는 겨
울”이라며“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이용객들의 하루 평
균 주행거리가 150km인 점과 배터리
충전량이 20~30% 미만일 경우 차량출
력 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겨울철에 레이EV의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69.3km라면 운전자는 하루 평
균 2~3회 정도를 충전해야 한다는 계
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대기업 中企적합업종 입찰 참여 확 줄어
신고센터 운영₩참여제한 유도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
종으로 선정한 전기분야 제품에서 대
기업의 입찰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4500kVA이하
배전반, 1000kVA이하 변압기, 25.8kV
개폐기류 등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
한데 이어 수요처인 공공기관에 협조
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대기업들은 기존
과 다름없이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뒤집힌 것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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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기조합이 중기적합업종 신고센
터에 동반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대기업을 접수하면서 부터다.
전기조합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
절연개폐장치(GIS)를 낙찰받은 A 대
기업을 신고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A
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격
을 철회했다. 재입찰에서 응찰이 가능
한 대기업 4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
지 않아 중소기업인 B사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후 한전에서 발주하는 중기적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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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본지, 환경부 실시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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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전기차 렌터카를
하루 2~3회 충전하려면 결국 급속으로
해야 하는데, 하루에 급속충전기로
2~3회를 충전할 경우 배터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고 지
적했다.
업계는 레이EV의 겨울철 주행거리
가 봄·가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드
는 1차적인 원인으로 배터리의 성능
문제를 꼽고 있다.
차량 내부 난방을 위한 히터가 배터
리를 급속하게 방전시키면서 주행거
리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그나마 차량에
어컨은 냉매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방
전이 덜한데, 히터는 전기차 운행에 있
어서 쥐약”이라면서“결국 이런저런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배터리 효율을
높여 최대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은
돼야 전기차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또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기
차의 전장품들이 배터리 성능을 최적
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형태로 조합되
지 못했다는 점도 외부온도와 환경 등
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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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765kV 신고리-겗경남 T/L 법정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장군₩기장군수에 10억 배상 판결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
설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 국 전 력 (사 장 김 중 겸 )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
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2011년 4월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원

이 모두 인용돼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기장군은 한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임시도로에 대해 지난 2010년 8월 21
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의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
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

이에 한전은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의 수
송에 차질이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판결을
통해 관련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기
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
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전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정했다.
한전은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
수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 지
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진행 및 미 허
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고리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
(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민원으로 일부
구간의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유희덕 기자<yuhd@>

윤정일 기자<yunji@>

종 제품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응찰 자
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적합업종 신고센터 관계자도
“한전 물량을 대기업이 포기하는 사례
가 발생한 이후에는 별다른 신고가 들
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수요처 스스로가 중기적합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
한해달라는 문구를 삽입해 입찰공고를
내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의선, 경춘선, 경전선 등의 GIS 입
찰공고를 살펴보면‘중기적합업종으
로 선정, 권고된 품목이므로 동반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를 자
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2면에 계속>
진시현 기자<jinsh@>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에너지·원자력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홍 장관이 에너지·원자
이진주 기자

대학생들과‘솔직 토크’ 력 관련 OX퀴즈를 직접 출제한 뒤 관련 내용을 주제로 200여명의 대학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관련 기사 11면

전기, 통신업양도·양수
www.co114.co.kr
분할, 합병, 법인 전환
신규, 공제출자, 기업 진단

TEL 02-581-8111
FAX 02-581-0799

한전 765kV 송전선로 법정소송 승소

2012. 5. 14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2011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 원이 모두 인용돼 전부 승
소했다. 기장군은 지난 2010년 8월 21일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공사현
장의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 서울중앙지
방법원은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전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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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은 극저준위 방폐물도 중저
준위로 분류돼 건설비 또는 운영비가
비싼 동굴처분 시설이나 공학적 천층
처분 시설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국
내 방폐물 분류체계를 3단계로 나눌
경우 평균 처분단가가 드럼당 736만
원에서 592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약
20%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분류에 따라 처분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처분장 건설비용과 부
지 확보의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용 KINS 박사는“방폐물 분
류체계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
저준위 등 4단계로 바꾸려 하고 있
다”며“앞으로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
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
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방폐공단 관계자는“분류기준이
세분화되면 현재 중저준위 폐기물 가
운데 절반가량은 극저준위로 분류가
가능해 처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능 오염

김광균 기자<kk9640@>

터‘동상이몽’
전기공사공제조합선정

전기공사 기자재 직거래 공급 우수 협력업체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큰 덩어리로서 단일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별
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극히
는 지적이다.
도특
예를 들면 원전문화센터의 경우
일부
각 원전부지의 홍보관과 같은 역할
고있
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지않
에 추가로
고밝
광조명산업
! 더 지을 것이 아니라 서울
과 같은등
대도시에 짓는 것이 더 효과
율 조명기기
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사업
니다.
제2원자력연구원과 스마트 원자로
기추
도 같은 부지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
결정
가 딱히 없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이
본후
다.
책전
보고서는“원전 클러스터는 단일
여론
사업이지만 포함된 기관, 시설이 다
성규
양하고 개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한요
며“성격이 다른 개별사업이 같은
장소, 비슷한 시기에 건설될 필요는
떤식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관과
우선 검토돼야 하며 사업 타당성이
자체
검증된 후 추진계획과 입지 적합성
는방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는
이와 함께 사업 대부분이 소관부
었다.
처가 다양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우
자체
선시돼야 하는 사안으로, 이 점도 사
하겠
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
서는
다.
의 일
연구를 수행한 노동석 에너지경
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원전
산까
클러스터는 소관부처 간 소통이
설의
필요하고 당장의 현안이 아니며
것이
단일사업별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터 사
한다는 게 해당연구의 결론”이라
적으
고 말했다.
벨트
밝혔
김광균 기자<kk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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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겠습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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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종로구
전략 및원남동
보안 49-16번지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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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02)763-0205~6(代), 02)226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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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jk0046@hanmail.net

인정보 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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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원전 고장 정지로 불안감 확산

줄잇는 원전 고장…

올해 원자력산업계는 고리 1호기 정전은폐, 납품 비리 등 잇따른 사

울진 2호기 정지 이어 월성 1호기도 가동 중단
또 다시 원전 고장이 줄을 잇고 있
다. 울진 2호기가 지난달 28일 고장
정지한 데 이어 오는 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1호기도 29일 고장
으로 가동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
호기는 이날 오후 9시 39분께 발전기
출력 69만kW로 정상 운전 중 발전
이 중단됐다. 원자로 출력 60%를 유
지하는 가운데 발전기만 정지된 상
태다. 고장원인은 발전기 고정자 냉
각수계통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관계자는“정밀조사 결과,
당시 발전소운전원이 차단기를 잘못
조작하여 일부기기에 전원이 공급되
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발전기고정
자 냉각수계통 이상으로 발전기를
보호하는 계전기가 동작돼 정지됐
다”며“발전기 건전성을 정밀분석하
고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출력 60%
로 유지 중이던 발전소를 수동 정지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최근 잦은
원전 발전정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 지휘를 위해 30일 새벽 경북 경
주시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았다.
월성 1호기는 67만9000kW급 가
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20일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이에 앞서 전날 울진 2호기는 터
빈 제어계통 이상으로 발전정지됐
다. 터빈제어계통 유압변환기
(EHC)의 내부 감지기 고장이 원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고장난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교체가 끝난 뒤 성
능시험 등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위
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현재 전력예비
율은 34.3%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빈제어계통 이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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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여서 원자로 안전에는 전혀 무
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원전의 잇단 고장으
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고장을 일으킨 신고리 1호
기와 영광 5호기는 재가동을 한 뒤에
도 이상징후를 보여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영광 5호기는 고장으로 가동
을 멈춘 지 11일만에 재가동했지만
변압기 내 가스농도 이상으로 출력
을 낮춰 운전하다 결국 가동을 중단,
변압기를 교체키로 했다. 출력감발
후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
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울진 2호기 고장으로 울진원
전 6기 가운데 2,4,6호기 등 3기가 가
동 중단됐다. 울진 4호기는 증기발
생기 전열관 결함으로 지난해 9월부
터 지금까지 멈춰서 있으며, 6호기는
지난달 25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김광균 기자

건·사고로 불신의 늪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고장으로 인해 원전이
멈춰서는 일도 숱하게 반복됐다. 올해 고장으로 원전이 정지된 건수
는 2010년 14건, 2011년 12건, 올해 14건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매
달 1.2건씩 발생한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100만kW급 신고리 1호기
와 영광 5호기가 같은 날 고장으로 멈춰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뚜렷한 해결
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가 고장 정지할 때마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고·고장 등급 가운데 0등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고
장이라는 해명을 반복할 뿐이었다. 최근 원자력당국은 효율보다는 안
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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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7일 목요일

9

화학융합시험연구원, H형강, K검사 등 10개 기관
이다.
앞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은 새한티이피가 캐
나다 RCMT사의 성적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조건수도 최근 10년간 원전 8곳서 300건 넘어
이들 2곳까지 포함하면 최소 12개 기관 명의의 시
최평락) 신보령화력건설본부는 10월 27일 금호산업, 삼부토건 등
신보령화력‘아빠일터 둘러보기’ 한국중부발전(사장
험성적서가
위조된 셈이다.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토건공사 협력업체 직원 가족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아
이와 관련, 한수원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6기 전기가
등이며만들어지는
나머지 원전
대해서는 서류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최근
10년간
빠일터
둘러보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건수가
참가자들이
발전소
홍보관에서
과정을17곳에
배우고 있다.
과 한국기계연구원에 조회한 결과 이들 기관 명의
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전국 8곳의 원전에서 모두 300건이 넘는다는 조사
로 발행된 성적서 원본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
이 가운데 한빛 2호기가 13개 품목 152건 부품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 시험성적
은 시험성적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리
4호기(18개
품목 공사
46건 감사실의
서를 위조한 기관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등록된
청탁기록은
부품),
품목 45건열람이
부품), 한울
5호 그조서류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케이블 시험성적서도
청탁등록시스템₩청렴마일리지
도입한빛 3호기(12개 책임자만
가능하며,
내용 제출업체 3곳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기(2개 품목 9건 부품) 순이었다.
조사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을 면밀히원안위는
조사 후 청탁
당사자에또
대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4곳
에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한
뒤 위조업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 민주당 의원
해서는
징계 및 경고검찰에
등의 조치를
취
알려진 JS전선이 신고리 3·4호기에도 성적서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게 된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부품
위조된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이와 함께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원안
석탄공사는 이와
함께기
청렴마일리
드러났다.
관이 공사의
10여곳 이상으로
파문이 확산되
위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3기
원전 중 8곳의
부품
지 제도도등도입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 파악되는
대한석탄공사가
청렴
문화
확산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이날 JS
고 있다.
12만5000여개를
부품에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해
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위해
본격 나섰다. 조사해 69개 품목 355건의
전선이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리 3·4
한국수력원자력에
24일
현재 원전 부품
서
성적서가 위조된 김현태)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공사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등록하는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사장
경
호기에
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의대해
서류가
위조된
것
65개투명성과
품목 351건
부품을
적정 부품으로
교체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 납품한 120억원 상당의 제어용, 전력용, 계
제도다.
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10개활동에
영의
공사의
청렴도를
높
장용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
파악됐다.
확인된여함으로써
위조 성적서
발행기관은
고리4호기,
한빛2호기,근절하고
한빛3호기,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
공정한으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이기조사
위해대상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부전
다고기전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참여를
월성4호기,
한울2호기,한울5호기,
한빛통해한국기계연구원,
김광균 기자
의 자발적 관심과 적극적
의사결정을
공사의 청렴문화를
산망을
통해‘청탁등록시스템’
을 개한빛5호기,
대하고 있다.
강화하겠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
설하고,‘청렴마일리지’제도를 도
명이다.
입해 운영 중이다.
정형석 기자<azar76@>

원전비리파문‘일파만파’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기관 10곳 이상

석탄公, 청렴문화 확산 본격화

정부, 사우디 원전 수주 외교전‘시동’
STX전력-육군 23사단

도입을 계획중이다. 17.6GW에 달하는
규모다. 1000MW급 이상의 상용원전뿐

원전 스캔들 대한민국 강타
085
자매결연 협약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 갖고 협력방안 논의

(51GW) 가운데 석유(62%)와 가스
(38%)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

주유소아니라
판매가격
후 2032년까지 태양광 41GW, 화석연
중소형 원전에도 관심을 보이
료 60GW,
풍력 9GW, 폐기물 3GW,
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체 기술을
확
2013.
6. 27
6주 연속
지열 1GW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
보하는하락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초 발주 시기는 내년으로 전망된
정부가 내년부터 발주가 예상되는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가졌다.
다. 현재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프랑
K.A.CARE는 사우디 내 원자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본 협력
휘발유 평균價
2003.8원
지역발전₩국방력
강화
스, 일본, 중국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을 국왕이 직접
격적인 외교전에 나섰다.
하락세 당분간 계속될 듯
이고 있다. 한국도 2011년 11월 사우디
관리하며 독자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상직 장관
STX전력(사장
김진식)이 육군 23사단과
국방위한 목적으로 2010년 4월 설
와 원자력협력협정을 맺고 외교전을
추진하기
과 야마니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
역량 강화와원장이
기업발전을
상생협력에
나섰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연속 하락했다.
펴고6주
있다.
립됐다.
(K.A.CARE)
참석한위한
가운데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국내
유가 동향에
따르면
10월생산설비
사우디는
또 현재
전력
사우디는 2032년까지
원전 10~16기
양국다.
간 원자력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STX전력은 10월 30일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넷째주 주유소 판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
육군 제23보병사단 사령부에서 김진식 사장, 이인
타났다.
태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STX전력-육군 23
휘발유의 경우 2003.8원/ℓ으로 지난주보다 2.7원 하
사단 간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락했으며, 경유는 3.1원 내린 1817.9원/ℓ, 등유는 1.4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STX전력은 장병들을 위
원 오른 1409.8원/ℓ을 기록했다.
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군 지원 프
지역별로는 서울이 2076.8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
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2012.8원), 경기(2008.8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
이날 협약은 STX전력과 육군 23사단이 활약하
주가 1977.5원으로 가장 쌌고, 대구(1982.9원), 제주
는 무대가 동해안이라는 공통점 속에 유대관계를
(1989.3원) 순으로 가격이 낮았다.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정유사 세전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4.8원 오른 973.0
자리가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원을 기록해 소폭 상승했으며, 경유는 0.6원 내린
STX전력은 강원도 동해와 삼척에서 에너지발
1035.1원, 등유는 0.7원 내린 1040.2원을 기록했다.
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사별로 보면 휘발유는 GS칼텍스가 가장 높고
육군 23사단은 울진, 삼척, 동해, 강릉 등 동해안
S-OIL이 가장 났았다. 또 경유는 SK에너지가 가장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높고 S-OIL이 가장 낮았다.
STX전력 관계자는“이번 군부대 자매결연은
또 상표별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SK에너지가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보공감대를 확
2015.76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뒤를 이어 GS칼텍스
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상호협약을 통해 각
(2012.91원), S-OIL(1991.96원), 현대오일뱅크(1991.75
각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국방력
원) 순이었다.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한편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
다.
주요국의 경기 지표 악화와 미국 원유 재고 증가, 휘발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STX전력은 장병들의 사
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 1000만원과 상품권 등을 전
있어, 앞으로 국내 소비자 가격도 당분간 현재의 하락
달했다.
세를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윤상직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이은 원전 비리는 2013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부품들이 위조
“그간 한국이 쌓아온 원자력 기술과 노
하우가 사우디의 원자력 사업 추진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협
력 의지를 강조했다.

된 품질검증서를 통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난 것. 납품업체와 원전 운영사업자 뿐 아니라 시험·검증기관까지 줄줄이 얽
김광균 기자
혔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원전 핵심 공기업 수장도 연루됐다. 이 같은 원전 비

리 사태는 외부 제보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서류 위조와 함께 납품 비리, 인사청탁 비리 등의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김종신 전

83 년의 기술 노하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30여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관측에서 방호까지 역사가 함께 키워온 최신 기술력으로
산코샤는 여러분께 [안심] [안전]을 제공하겠습니다.”

황인국 기자<centa19@>

정형석 기자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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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우여곡절 끝 공사 시작

2013. 10. 3

올해 전력분야 중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밀양 송전탑’
이다. 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또 다시
멈췄다 지난 10월 2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현재는 철탑이 한 두기씩 완
공되고 있다. 한전은 올 연말까지 7~8기의 철탑을 완공하고 공사 범위도 조
금씩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약속했던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하나둘씩 풀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일부 마을에
서 보상을 거부하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
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송전선로 주
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분산형 전원의 확대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087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성료’

2013. 10. 17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대구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인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
의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장관을 포함 44개
국 60여명의 정부 관료들이 참여했다. 또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연구기관,
각 지역 개발은행 등의 에너지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275명의 연사들이
국제 에너지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총회와 함께 열린 전시회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263개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포춘지 선정 200대 기
업 중 로얄 더치 셸(1위), 엑손 모빌(3위),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4위),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5위), 영국의 BP그룹(7위), 중국국가전력망공사(10위)
등을 비롯해 37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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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방만경영 이대론 안된다

제2956호

공공기관 부채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빚더미공공기관, 정상화칼빼든다’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마련
내년부터 부채감축₩방만경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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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정부 책임부터 물어야
마녀사냥식 떠넘기기…책임회피 안돼”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말 493조원으로 2007년
말 대비 244조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한
국전력, LH,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
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12.3조원으
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4조원의 83.6%이
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분의 92.3%를 차지하
고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정상
화 방안을 내놓기 전에도 지난 6월 감사원은 주요 9
개 공공기관의 부채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8년 이후 5년 동안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
공기관에만 부채 증가의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책임
전가’
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기재부는 공기업의
잔치는 끝났다고 했는데, 공기업은 잔치를 해본적이
없다”며“인력, 예산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
서, 이제와서 정부 정책의 잘 못을 마녀사냥식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부채 증가 원인
보금자리주택₩4대강 등 정부정책 추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통제 때문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2008년 이후 갑작스
럽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자세히 밝히
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4년 동
안 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광물자
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주요 9개 공기업의 부채는
127조 9590억원에서 283조 9148억원으로 4년간
121%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부채 비율도 116%에서 209%로 증가
했으며, 금융부채가 106조 넘게 증가하면서 현금 흐
름의 안전성을 악화시켰다. 특히 정부 정책사업을
공기업이 수행하게 하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원해 공기업이 채권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서 발생한 금융부채가 42조
97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정권 5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을 정리하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추진
과 공공요금 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
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내부 요
인이 한몫을 했다.
LH는 그동안 해왔던 국민임대주택사업 외에도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관련 대
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만 29
조원 넘게 증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 8조 5000억원이 증
가했다. 채무 원금은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우선 충당키로 했지만, 현재로선 부채만 쌓여 있으
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공사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경제성이 없어 수
익성이 떨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금
융부채 3조 45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공공요금 통제는 대부분의 수익을 요금을
통해 충당하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 시켰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광
역상수도 요금, 철도운임 등을 정부가 지난 2007년
말 부터 2011년말 까지 억제하면서 5개 공기업의 금
융부채는 17조 7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에 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하지만 전
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원유,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에너지원가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요금
은 철저하게 묶여 있었다. 이에따라 한전의 경우 지난
2006년 원가회수율이 95%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08년에는 77.7%까지 하락했다. 2011년까지
연평균 원가회수율은 86%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기
간동안 6조 6000억원의 당기 순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7년 21조 6000억원에
서 2011년 50조 3306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사도
8조 7400억원에서 27조 9665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당시)가 전기
₩가스 요금을 관리하면서 조정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장기간 적정원가 수준이하로 통
제해 두 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도 공기업들의 부
채증가 요인이 됐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2007년과 2010년 3,4차 해외자
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자주개발률을 2006년
3.2%에서 2016년 28%, 2019년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
원개발 능력을 확충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11년까
지 5년간 석유공사는 16조 2000억원, 가스공사는 3
조원, 광물자원공사는 2조 1000억원 등 3개 공기업
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규모는 2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자주 개발률도 2011년 13.7%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에
치중하면서 해당기관의 부실을 가져왔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
조 6000억원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해외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7조 4000억원의 회사채
를 발행하는 등 11조 9000억원의 금융 부채를 보유
하게 됐다. 부채비율이 257%까지 증가 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나빼졌다.

공기업정상화 방안 노정 갈등 불씨 되나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公共노동자 토사구팽 된 기분”
김주영 공공노련 위
원장<사진>은“지난 정
부에서 공기업을 선진
화 한다고 해놓고 부실
기업을 만들더니, 이번
에는 공기업을 정상화
한다”며“모든 책임을
공기업에 떠 넘기는데,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
솔직한 고백이 먼저 나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정부가 연말까지 부채 현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원인이 나오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가 묻
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토사구
팽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공공부문은 그동안 정부정책을 수
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으며, 우리나라
가 압축성장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와서 부
실기업의 오명을 덧 씌우며 정상화를 운운하고 있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정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
도록 사람을 보내놓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자 공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국민감정을 건드려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기관의 복지문제를 거론하면서 노사단협을 인정하
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산하 5
개 노조는 앞으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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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공공기관의 부채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부채감
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하
고,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나쁜 중점관리기관은
임금을 동결할 방침도 내비쳤다.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
로 지정돼 내년 1월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한
다. 이들 기관은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실
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
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계획 이
행실적의 평가비중이 현행 12점에서 17점으로 늘어
나고, 부채관리 노력이 미미할 경우 다른 분야의 평
가가 우수해도 성과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
해 한전, 가스공사,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구분회계제도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는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 6개 기관까지 확대된
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에 의한 기채승인권을 5개
에서 12개로 확대하고, 기관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적 타당성과 재무적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됐던 공공
기관의 방만경영도 집중관리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
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마사회, 인천공항, 강원랜드 등 방만경영
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기관은 중점관
리된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받아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보수,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관련 사항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며 비
중도 8점에서 12점으로 올린다. B등급을 받을 예
정인 기관이 이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
다.
상대적으로 경영관리가 소홀한 기타 공공기관

은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리
를 강화하고, 관리실적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
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은
보수 삭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금융·SOC·에너지 분야의 43개 기관
에 대해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SOC·에너지 관련 기관장은 200%
에서 120%로, 금융 관련 기관장은 200·100%에
서 120·60%로 성과급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상임이사의 경우 기본연봉 상한이 기관장의
80%로 조정되며, 그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연간 3000만원 상한으로 지
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
해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 추
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
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
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 주재
로 각 부처 1급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부채관리
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핸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매년 10월 10일을‘공공기관
정상화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라며“공공기관
이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p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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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공공기관의 부채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

한빛케이블(주)

었다. 감사원이 에너지공기업과 LH 등을 대상으로 부실한 해

고객만족을
위해
한발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외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
문제를 집중 감사

문의전화

☎(031)571-6848~9

케이블유통 전문기업 한빛케이블(주)의 성장에는 고객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이
이제,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이익과 고객만족을 위해 뛰겠습니다.

고객감동
고객감동

고객맞춤형 물류시스템으로 전선 구매에서 납기까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중 거론된 완벽한
후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
그리고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고객이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케이블유통
케이블유통
선두기업
선두기업
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공공기관장 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기업 - 한빛케이블(주)

담회를 열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
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고
HANBIT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한전과 한수
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기관이며,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은 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취급품목

AS(HS), O.W, HIV(IEC 90℃), TFR-GVTFR-C/V, TFR-3, TFR-8, TFR-CVV
TFR-CVV-S,
6/10kV TFR-CV, 22.9kV CN/CV-W 22.9kV FR-CNCO-W UTP

한빛케이블(주)
한빛캠페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02-7
Tel : (031)571-6848~9
Fax : (031)571-8118

취급대리점
전선
가온전선

각사 전선 취급

한빛케이블(주)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법, 불량전선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희덕 기자<y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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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연구원, 전기공사업 경기종합지수(ECI)‘첫 선’

공공기관들, 개선안 마련 분주…‘너무하다’푸념도

전기공사업계의 경기 동향과 기업들의 체
감경기를 수치화해 확인할 수 있는‘전기공
사업 경기종합지수’가 첫 선을 보였다.
전기산업연구원(원장 윤교원)은 9일 전기
공사업계의 올해 1분기 경기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전기공사업 경기종합지수(ECI)를
발표했다.
전기공사업 경기종합지수(ECI)는 전기공
사업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개별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지수화 해 경기현
황을 파악하고, 향후 동향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제시돼 왔지만,

개별 전기공사업체들의 경기 동향과 체감경
기를 수치화해서 공개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2014년 1분기 전기공사업 경기지
수를 지난해 4분기보다 0.7% 상승한 118.3으
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원전사고와 전력수급 불안위기
등으로 인한 전력GDP 하락이 크게 작용했
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동계공사 발주 축소 등 계절
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공사업의 경우 1분
기와 3분기에는 하락국면에, 2분기와 4분기
에는 상승국면에 각각 접어드는 양상을 보인
다는 전망도 내놨다.

원전비리 JS전선, 결국‘역사속으로’
LS그룹, 6일 JS전선 사업 정리 선언

관 기관장으로부터 부채 및 방만 경영 개
선 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방안도 검토 중
이어서 마른 수건 짜듯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부채관리에
최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일부기
관에서 무문별한 투자사업과 방만경영으

2014년 1월 9일 목요일

업계 경기동향₩기업들 체감경기 가늠

박근혜 대통령, 집권2년차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목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집권 2년차 국
정 구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개
혁을 지목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
진 신년 내외기자회견에서“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며“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수자원공사처럼 정부의 4
대강 사업 정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격
히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하다”
며“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
자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 사
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했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공공
기관 기관장들로 하여금 과다 부채와 방
만 경영 개선안을 기재부에 제출토록 한
데 이어 이번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 발표로 공공기관들
은 강한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부채관리와 방
만경영 개선을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분
주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이달 중 박 대통령이 38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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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면서“공무원과 달리 연
금제도 없는 공기업에 다니는 이점 중 하
나가 복지혜택인데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항변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원전스캔들의 주
역으로 지목됐던 JS전선이 결국 역사속으로 사
라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LS그룹은 6일“원전케이블의 품질문제로 국
민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 대
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

기로 했다”면서“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과는 별도로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JS전선도 이날 공시를 통해 선박·해양용 케
이블과 산업용 특수케이블 등 모든 사업부문의

기업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지수화 해 업체들의 체감경기를 수치
화 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전기공사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올
해 1분기 경기실사지수(EBSI)는 78.8로 저
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88.3을 기록했던 지난
해 4분기 보다 9.5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이
다.
연구원은 국내 신규 건설발주와 시설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
감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고 분석했다. 공
사대금 조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인력수급
문제 등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훈 기자<jojh@>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8년 연합전선으로 출발해
1999년 진로산업, 2005년 JS전선으로 거듭났던
46년 역사의 국내 5대 전선기업 JS전선은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산업용 특수케이블 세계 시장 1위를 향해 돌
진하던 JS전선의 비전도 원전 비리라는 암초를
만나 끝내 좌초하게 됐다.
LS그룹은 이날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 외에도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
금 1000억원을 출연키로 하는 등 원전 품질문제
와 관련해 강도높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송세준 기자<21ssj@>

정형석 기자<azar76@>

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일감이 없어도 문
제라 이래저래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전기기는 이미 일본 기업과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차단
기의 경우 환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주력 품목은 피
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결제통화를 다변화
하거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주요 국가
별로 OEM 형태의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변압기 업체 임원은“결제통화를 다
양화하면 환율 움직임에 따라 통화를 변
경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서“환
차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를 짜느라 고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환율이 낮아지면
원자재를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생
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다”면서“여건에 따라서는 원화강세 상황
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동남아 지역 등
에서 원화를 무역통화로 확대하는 등 환
율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내성을 키우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달러와 엔 등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국
가들은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크게 흔들
리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
값이 약 1% 상승하면 수출업체 영업이익
률은 약 0.1% 하락한다.
특히 생산기지를 다변화하지 못한 중소
기업의 피해가 크다.
원화값이 1%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
익률은 0.094% 떨어지는 반면 중소기업
은 0.139% 하락한다.

연초 환(換)리스크에
089 원전비리 JS전선, 결국 ‘역사 속으로’
전기산업계‘긴장’
LS그룹, 6일 JS전선 사업 정리 선언 2014. 1. 9
전선₩변압기 등 수출 경쟁력 약화 불가피

지난해 대한민국을
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뒤흔든 원전스캔들의 주역으로 지목됐던 JS전선이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LS그룹은

새해 벽두부터 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전기계 수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
다.
지난 2일 비록 장중이긴 하지만, 원·달
러 환율 1050선과 원·엔 환율 1000선이
동시에 무너졌다. 심리적 지지선이 함께
붕괴되면서 코스피지수도 이틀 동안 3%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
렸다.
지난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1년
동안 1.4% 상승한 반면, 엔화 가치는
23%나 떨어졌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
치 절상률은 G20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이다. 반면 원·엔 환율은 지난해 말
1238.3원에서 올해 말 1002.3원으로
23.5% 절상됐다.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외환시장의 흐
름은 추세적 변화 없이 변동성만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다.
기축통화에 대한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다소 회복세를 보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환율 리스
크에 발목이 잡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나 철강 업종에 비해 덜 주목받
고 있지만, 전선을 포함한 중전기기도 수

특히 대표적인 수출 특화제품인 전선과
변압기 등은 환율이 수주와 이익에 직접

6일 “원전케이블의
품질문제로 국민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JS전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대 일본이나 미국 수출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품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S전선도 이날 공시를 통해 선박·해양용 케이블과 산업용 특수케이블 등 모
목은 원고·엔저 상황을 고스란히
감내해
야 하는 실정이다.

전선 대기업의 한 임원은“해외 비중이
든 사업부문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8년 연합전선으로 출발해 1999년 진로산업, 2005
높은 중견 이상 전선업체들은 환율변동으
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엔화 대비 원화강세는 더욱 심각하다. 우
년 JS전선으로
거듭났던 46년 역사의 국내 5대 전선기업 JS전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산업용 특수
리만 해도 흑자였던 일본 사업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을 정도”라고 말했다.

일본 전선업체와 직접적으로 물량 확보
케이블 세계
시장 1위를 향해 돌진하던 JS전선의 비전도 원전 비리라는 암초를 만나 끝내 좌초하게 됐다.
전쟁을 벌여야 하는 중동과 동남아 시장
에서도 국내 전선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장기프로젝트의 경우 환
헤지로 위험 회피가 가능하지만, 매달 납
품하는 중·저압선은 환 리스크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 변동 위험에 고스
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중견 전선기업의 한 임원은“오를 때는
헤징이 유리하지만 내릴 때는 오히려 환
노출이 유리하다”면서“가만히 앉아서 원
가가 3~4%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수출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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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어도
가동 못한다(?)
송전선 부족으로 놀릴 판…수도권₩당진₩동해안 등 문제 심각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발₩송전 불일치 문제는 신규
발전설비가 인천권에 편중 건설되면서 발
생했다”며“고용량 차단기와 한류리엑터
설치를 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
지만, 송전망 보강이나 수도권 환상망 분
리 등의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신규 발전
기 수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전여유가 없다보니 계획된 신규 발전
기 수용을 위해서는 폐지가 확정된 발전
기를 조속히 퇴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의 설명이다.
당진이나 동해안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
가지다. 당진지역의 경우 신규발전 진입
시기와 송전선로 확충시기가 6년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밀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지
역민원으로 송전선 건설이 지연되면서 송

향후 수도권과 충남 당진지역에 발전소
가 건설돼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소를
놀려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의 경
우 송전 여유가 거의 없어 7월과 12월에
각각 상업발전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복합
7, 8호기가 송전선로에 연결되기 위해서
는 기존 인천화력 1, 2호기와 포스코복합
1호기의 퇴출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련기사 5면
당진지역 역시 당진화력 9,10호기가
2015년 12월과 2016년 6월에 각각 준공예
정이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6년 가까이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
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산업부와 전력거
래소 주관으로 열린 송전계통 현안 해소
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주요 주제로

전망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동해안 역시 2016년 GS동해전력을 시
작으로 신규발전소가 준공되는데, 통상
최소 5~6년 이상 소요되는 송전선 건설
계획조차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욱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개막함에 따
라 그 이전에 미관을 해치는 송전선 건설
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력계통전문가는“앞으로
송전망 건설 지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선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아닌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며“해외에 비해 우리나
라의 전기품질이 지나치게 좋은 것도 반
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
역별로 전기품질과 신뢰도를 차등화하는
등 정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무계획적인 개통 일정에
철도 전기공사 업체들‘시름’

090

세계 최초의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CCS) 플랜트가 우리 기술로 개발돼 남부발전 하동화력 8호
세계 최초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CCS) 플랜트 준공
기에 성공적으로 설치됐다. 이번에 준공된 10MW 연소후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파일럿 플랜트
는 세계 최초로 화력발전소에 적용된 포집 설비로 민관 합동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일궈낸 값진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8일 열린 준공식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과 김
병숙 한전 CTO,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 허엽 남동발전 사장 등 귀빈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정형석 기자

한전, 배전설비 지능화율 90%까지 높인다
2030년까지 호당 정전시간 1분대로 낮추기로
한전은 지능형전력망 안정적 운영과 전력공
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배전설비 지능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전사적으로 90% 까지 높일 계
획이다.
현재 50% 수준인 배전계통 지능화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배전지능화 중장기 마
스터플랜’을 수립,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했다.
▶관련기사 5면
한전의 지능화 마스터플랜을 보면 특별시, 광
역시는 오는 2025년까지 지능화율을 100%까지
달성하고, 이를 점차 중소도시(2030년 100% 달
성) 까지 확대 키로했다.
이를 통해 현재 호당 4분가량 되는 고장정전
시간을 2030년에는 1분까지 낮출 계획이다. 원

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폐기 설치기준인 구간
부하를 현재 1600kW에서 800kW로 개정할 계
획이다.
지능화율을 높이기 위해 한전은 2015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지능화 개폐기 5만 816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효과는 사회적 정
전비용 4710억원, 회선신설비용 4890억원 등 총
9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산전원과 ESS(전력저장장치) 연계선
로 등 지능형전력망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배전구간을 세분화해 관리함으로써
고장발생시 선로 차단구간을 최소화해 전력수
급 안정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덕 기자<yuhd@>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된 일정 책정에 공기 빠듯
후속공정인 전기공사 피해 커…작업자들 피로 가중

‘발전소 지어도 가동 못한다(?)’

정부의 무계획적인 철도 개통일자
책정으로 철도전기 분야 업체들이 피
해를 입고 있다.
올해 말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전기 분야 공사업체가
연일 바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매일 새벽 4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반·궤도공사를 예정된 기일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공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기공사 착수가
평균 6개월 정도 미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철도 전기공사 시작
이 늦어진다고 해서 완공일정까지 미
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공사를 주
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한 결
과, 내년 초 개통이 예정된 만큼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에는 변
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공사 착공이 미뤄지는
것이 최근 철도 개통공사에서 드문 일
은 아니라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전기공사가 노
반·궤도공사의 후속공정으로 이뤄지
는 만큼 선행공사가 늦어지면서 예정
된 일자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일
이 다반사라는 것.
업계는 문제의 원인으로 국토교통부
의 무계획적인 개통일자 책정을 꼽았
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
고 우선 결정한 개통일정에 맞춰 공사
스케줄을 조절하다 보니 공기가 빠듯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개통
일정보다 일찍 공사를 마치는 노반·

궤도공사의 경우 후속공정을 생각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일정을 조절할 수 있
지만 전기공사는 그렇지 않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갔다.
철도 전기공사는 대부분 전주 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험하다. 또 전기를 다
루는 일인 만큼 집중력도 높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벽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공사 시작이 늦어
지면서 공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
업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작업자들
의 피로가 쌓이는 만큼 위험도도 높아
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송전선 부족으로 놀릴 판 … 수도권·당진·동해안 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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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도권과 충남 당진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돼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소를 놀려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
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송전 여유가 거의 없어 7월과 12월에 각각 상업발전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복합 7, 8호기가 송전선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인천화력 1,2호기와 포스코복합 1호기의 퇴출이 전
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지역 역시 당진화력 9,10호기가 2015년 12월과 2016년 6월에 각각 준공예
정이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6년 가까이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력계통의 한 전문가는 “송
윤대원 기자<ydw@>

전망 건설 지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선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아닌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동행지수로
구성된다.
연구원은 이 중 올해 2분기의 경기동향을 예측
전기공사업계 체감경기‘더 나빠질 듯’ 하는‘경기선행지수’
가 115.9를 기록, 전분기 대
전기산업硏, 경기종합지수₩경기실사지수 발표
올해 2분기 전기공사업계의 체감경
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
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원장 윤교원)
은 10일 2014년 2분기 전기공사업계의
경기 흐름과 동향 등을 짚어볼 수 있
는 경기종합지수(ECI) 및 경기실사지

수(EBSI)를 발표했다.
전기공사업 경기종합지수(ECI)는
전기공사업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주
는 개별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종
합·지수화 해 경기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미래 동향을 전망하는 경기선
행지수와 현 시점의 상황을 진단하는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동서 C&C
컨설턴트 이승용
Tel.02-3143-2585

비 0.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일
부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건물)투자와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동반 하
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동향을 파악하는‘경기동행지수’
도 계절적 요인의 영향과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지난 1분기 91.8에서 9.0% 하락하는 등 하
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공사업계의 체감경기를 반영한 경기실사
지수(EBSI)는 전분기보다 11.7p 하락한 83.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전기공사업체들이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전기공사업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비관적
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산업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전기공사업 경기지수를 운영한 뒤
경기종합지수 오차수정 및 경기실사지수의 표본
규모 증가작업 등을 거쳐 지수의 신뢰성을 높이
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정훈 기자<jojh@>

엘비라이프 출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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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협회’여는 첫발

산업부 업무보고서 발표…민간중심 비즈니스모델 발굴 강조
구조개편 문제 언급 없어

‘반듯한 협회’를 전면에 내세운 장
철호 전기공사협회장이 새 시대를 여
는 긴 항해의 닻을 올렸다.
장 회장은 지난 20일 제 24대 협회
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소통강화와
내부혁신, 업역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정도(正道) 프로세스’를 실천하며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있다.
장 회장은 이의 일환으로 정·관계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예방하며‘광폭
(廣幅) 행보’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
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
나 시공업계와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사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
자”고 제안했고 윤 장관은 이에“조만
간 시간을 내 전기공사업계와 만나겠
다”고 화답했다.
장 회장은 같은 날 오전 조환익 한
전 사장을 예방, 전기공사업계가 직
면한 경영위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
며 한전과 업계의 동반성장을 모색했
다.

장 회장은 전력설비 유지·보수 분
야 예산확대와 배전협력업체 운영제
도 개선, 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
을 얻어냈다.
당선 이후 장 회장의 외부 공식 활
동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홍

일표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으로 시작
됐다.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참석한 장 회장은 이날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주승용 국토교
통위원장, 노영민·노웅래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예방하며 전기공사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
눴다.
특히 장 회장은 강창일 위원장에게

“앞으로도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등
전기공사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
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사안들
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
다.
장 회장은 이번 전기계 핵심 인사들
과의 만남에서 업계 소통과 개혁의 물
줄기를 내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
한 가운데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
는 전력산업의 경우 급격한 구조개
편 추진보다는 민간 중심의 비즈니
스 모델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2014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
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
수급 관리,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도 높은 공공
기관 혁신 지속 추진, 국민이 행복
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력산업 구조개
편 등 에너지산업 구조의 선진화 방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
었다. 다만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라는 항목

조정훈 기자<jojh@>

으로 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 ICT
와 신재생·ESS 등을 연계한 에너
지 수요관리 신시장 지속 창출 등을
담았을 뿐이다.
물론 이번 산업부 업무보고안에
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중장기 국정과제에 전
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한 바
있어 판매분할 등을 담은 에너지경
제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또 ESS(전
력저장장치), EMS(에너지관리시
스템), DR(수요반응), CCS(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 신사
업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
고,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
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
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화제도(RPS) 개선, 공공기관 신재

정부 통상강화에 산업계도‘동참’
무역협회₩산업硏 등 조직₩인력 확대 등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전기계 사상 최대 M&A 시장 열린다
전기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M&A) 시장이 열린다.
국내 2위, 세계 10대 전선기업 중 하나인 대한전선
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와 회계법인에 주관사 선
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배포했다. 외국계 증
권사들은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
다.
3월에 매각 주관사가 결정되면, 대한전선 매각 작
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매각 규모나 인지도 등 무게감으로 봐

하나銀, 주관사 선정 입찰제안서 배포
국내 2위 대한전선 매각 작업 본격화

도, 국내 전기산업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매물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전선 시장의 구도를 완전히 뒤바
꿔 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이견
이 없다.
누가 대한전선의 새 주인이 되든지 간에, 인수자
는 단숨에 국내 전선업계 선두업체로 도약할 수 있
다.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전선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대한전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구조조정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전선시장의 30% 가량
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막강한 기업이다.

실제로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선
사업 만큼은 단일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라인인 당
진공장 준공 등 의미있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말 70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자본잠식률과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만큼
새 주인을 만나 전선 사업에 집중할 경우 충분히 반
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선업계는 대한전선 매각 대금이 채권단 지분에
대한 출자전환 금액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약
6000억원~8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송세준 기자<21ssj@>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에너지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 정₩관계 인사 만나 의미있는 성과
‘정도(正道) 프로세스’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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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와 FTA 체결 등 통상강화
에 힘쓰는 가운데, 산업계 역시 동참
하고 나섰다. 산업별 협·단체들이 통
상협상력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동
참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
을 확대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
우선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에서 빠지게 되면 생
산비용·관세 등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하며 통상
협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연구원 역시 통상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였
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TPP나 FTA
등 통상협력 강화로 국제규격 결정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국제적인 위상
도 높아질 수 있다”며“대부분의 국내
산업들도 무역확대를 통한 손실보다
는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산업부는 또 수출에 있어 사상 최
대인 6000억달러(중소·중견기업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애
로 해소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무
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
출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에너지 분야 통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자원개발에
있어 양적확대보다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핀란드·베트남 등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산업
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
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집
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나친 무역개방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통상
을 강화하고 국가 무역의 문을 여는
것은 마치‘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통상의 순기능만을 얻기 위해서는 업
계별 득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
구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jjlee@>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동서 C&C
컨설턴트 이승용
Tel.02-3143-2585
www.ec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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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전기계 사상 최대 M&A제
시장
열린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2위 대한전선장철호
매각 작업회장님의
본격화 2014.
2. 27
성심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업계 발전의 초석이 되시길 기원하오며
전기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시장이 열린다. 국내 2위, 세계 10대 전선기업 중 하나인 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과 업계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한전선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두 석 (주)오성전기
이 사
정
안 식 정원전설(주)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와 회계법인에이사장
주관사오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배포했다.
전선업계는 대한전선 매
부이사장

김 종 호

이 사

박 영 구

이 사

최 규 철

이 사

조 중 건

전기공사공제조합

이

사

이 용 제

이

사

진 종 윤

이

사

김 천 호

상근감사

이 해 인

중앙전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이 사 금액에다
박 성 택 경영권
이더해
사 약
박 6,000억원~8,000억원대로
선 문 (합)형제종합건설
각 대금이 채권단 지분에 대한 출자전환
프리미엄을
추정
법무법인 정세

현수토탈엔지니어링

이 사 인지도와
정 원 영 대광건설전력(주)
이 사 대한전선을
허 덕 한 (주)명원전기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브랜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누가 인수할 지는 전선뿐
토탈이테크(주)

(주)단성

이 사 양 시 훈 (주)시안건설
사
김 종 열 금아전기
만 아니라 재계의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업종보다는 이
연관
업종의
대기업들이 대한전선 인수에
이 사 이 해 용 일신전기(주)
감 사
조 종 호 (주)보령전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주)중부전기건설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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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감시할 독립기구 필요”
오태규 전기위원장, 본지와 인터뷰

“유명무실 전력시장감시체제 개선 시급”
수요반응 시장이 열리고, 판매경쟁
이 본격 도입될 것에 대비해 전력시장
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
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태규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본지
와 인터뷰에서“현재의 전력시장은 초
기 마중물 형태로 도입된 구조가 고착
된 상황인 만큼 전력시장 체계는 반드
시 개선이 필요하다”며“앞으로 발전
₩판매부분의 경쟁촉진에 발맞춰 현재
유명무실화된 전력시장감시체제의 개
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력시장을 감시하고 계통의 안정
을 위한 전력분야 독립기구의 필요성
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번번히 예산이란 벽에 가로 막혔었
다.
하지만 이제 전력과 ICT기술의 융
합으로 자연스럽게 판매시장이 하나
둘씩 열리게 되면 다수의 기업들이 전
력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수요관리시장이 활
성화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시장여건
이 급변할 경우 시장을 감시할 수 있
는 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미국의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같
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민수용제품 출시₩준비 한창…글로벌업체₩국내중견기업과 경쟁

對中 무역수지 흑자행진 속 전기기기분야 해마다 적자
전기기기 대중 무역역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
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가 수교 체결 이듬해
인 1993년 이후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반
해 유독 전기기기 대중 수출은 수입규모를 넘어
서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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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
다.
오 위원장은“시장에서 불법을 했
을 때는 징벌적보상이 필요하며, 시
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순기능을
극대화 하고 역기능을 감시할 수 있
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2면에 계속>
유희덕 기자<yuhd@>

4월 30일 조석 한수원 사장(왼쪽 여덟번째)을 비롯 유연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100% 국산 신한울 1호기 원자로 설치
관, 손병복 한울원전본부장, 양승현 신한울원전건설소장, 협력사 관계자들이 신
한울원전1호기 원자로 설치를 기념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광균 기자

전기기기對中무역역조심각
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무역통계를 집계한 자
료에 따르면 전기기기 대중 무역수지는 2010년 7억2600만달러, 2011년 -21억700만달러, 2012년
-22억2600만달러, 2013년 -24억7700만달러로 해
마다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대중국 수

2014년 5월 8일 목요일

LED조명 조달강자들, 민수시장‘정조준’

수요반응시장 확대₩판매경쟁 본격 도입 대비
오 위원장은“판매시장이 열렸을 때
소규모 다수가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
며“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독점해 부당이익을 챙겼을 때를 대비
해 시장감시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일례로 FERC는 JP모건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에서의 시세조
작 혐의를 인정해 4억1천만 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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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11억4400만달러, 수입은 11억8800만달러로
2억3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10년 452억
6423만달러, 2011년 477억5277만달러, 2012년 535
억3796만달러, 2013년 628억1662만달러로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전기기기 전체에 대한 무역수지도 2012년 턴
어라운드를 실현, 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
고 지난해에도 다소 실적은 줄었지만 흑자(6억
8100만달러)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중국 전기기기시장
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도 상
당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진출하기는

그동안 국내 LED조명시장을 떠
받쳤던 조달시장은 장차 정체되거
나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는 대신
민수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수시장 공략을 위한
LED조명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
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강세
를 보였던 솔라루체, 파인테크닉
스, 엘이디라이팅 등 이른바‘조달
빅3’기업들도 민수 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어 앞으로 민수시장
을 둘러싼 국내·외 LED조명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
다.
조달시장에 집중했던 기업 중에
민수 쪽으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업체는 솔라루체(대표 김용일)다.
솔라루체는 이미 지난해 5월 일
반 소비자용 LED램프 시리즈(전구
형타입, 볼 타입, MR16, PAR30)를
출시하는 등 작년에만 18개의 민수
용 제품을 선보였고, 올해도 아트엣
지(평판조명),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등 벌브류와 직관형 제품
9개를 새로 런칭했다.
이와 함께‘솔라루체 전용매장’
을 갖춘 전국의 협력업체를 60개까
지 확보했다.
김용일 솔라루체 사장은“지난해
6대 4 정도였던 조달과 민수시장의
비중을 올해는 4대 6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면서“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10면
파인테크닉스(대표 최정혁)의 경

우는 현재 5.5 대 4.5 정도로 조달보
다 다소 적은 민수 쪽의 비중이 내
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그동안 민수시장
에도 공을 들여서 조달과 민수의 비
중에 많은 차이가 없었는데, 내년에
는 확실하게 민수 쪽의 매출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인테크닉스는 이미
민수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인증획득을 거쳐 7월 중
신규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제품은 민수시장 중에서도 아
파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등, 거실
등 등 가정용 조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민수시장에서는
품질 못지않게 가격경쟁력도 중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
고 있다”며“현재 거실등, 주방등
등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5개 품
목과 공사비를 합친 시장평균 가격
이 대략 100~1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가격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조달시장의 매출비중
이 높았던 엘이디라이팅(대표 성종
제)도 민수시장 공략을 위한 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
달과 민수의 매출비중이 9대 1 수준
으로, 조달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았다. 하지만 이런 비중을 내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내부전

략이다.
엘이디라이팅이 겨냥한 민수시장
은 대기업의 대형공장을 겨냥한 공
장등·투광등과 아파트 세대 조명
이다.
엘이디라이팅 관계자는“내년에
는 민수시장의 매출비중을 30% 이
상 확보하는 게 목표”라면서“이를
위한 민수시장용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9~10월 중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강자들의 민수시장 공
세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이쪽 시
장에 공을 들여왔던 글로벌조명기
업과 국내 중견기업들의 수성전도
불을 뿜고 있다.
그동안 가정용 벌브류와 오피스
조명 솔루션, 프로젝트 영업에 집중
했던 필립스(대표 도미니크 오)는 4
월 29일 산업용조명 솔루션의 신규
런칭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
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에 앞서 금호전기(대표 박명
구)도 4월 10일 200여명의 고객사를
초청해‘LED조명 신제품 발표회’
를 열고, 주력제품의 특·장점을 소
개하는데 집중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민수시장의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조명
기업과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
소기업의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
이라며“경쟁이 심화될수록 성능과
디자인은 개선되는 대신 가격은 더
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윤정일 기자<yunji@>

전기공사업M&A전문

어렵다”며“전기기기를 구매하는 국영 전력회사
의 경우 국제표준(IEC) 보다는 자국의 표준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
고 있다”고 밝혔다.
또“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한·중 FTA협상으로 시
장이 개방되면 이 같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더
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
다.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시현 기자<jinsh@>

이도식 GS동해화력 대표

(주)동서 C&C
컨설턴트 이승용
Tel.02-3143-2585

4면

AC
AC DOB
DOB LED
LED Light
Light

AC
DOB
AC심각
DOB LED
LED Light
Light
전기기기 對中 무역역조

드디어
드디어 판매
판매 개시
개시!! 판매
판매 전문기업을
전문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합니다.

對中 무역수지
흑자행진 속 전기기기분야 해마다 적자 2014. 5. 8
LED 조명의 혁신 NO SMPS, NO Heatsink, 5만 시간 보장 등장,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중국가격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 KC인증 완료, 고효율 신청 중, CE, UL 등 해외인증 신청 준비 -

전기기기 대중 무역 역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무역통계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전문기업 모집 안내

판매 제품 안내

전기기기 대중 무역수지는 2010년 : 7억2,600만 달러,
2011년 : 21억700만 달러, 2012년 : 22억2,600만 달
• 판매 대상 제품 : 12개 품목, 27종(향후 추가 개발 시 Item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모집 기간 : 2014. 5. 8 ~ 5. 22
• 모집 규모 : 15개사 내·외 (현재 계약 완료 5개사 포함)
• 진행 방법 (E-mail 또는 본사 방문 접수)
- E-mail : jyy@wooleesystem.com
- 담당자 : 주유열 대표 Tel) 031-497-4871~2, FAX) 031-497-4873
- 방문처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92번길 70(정왕동) 1380-1 시화공단 3마 319호
• 모집 방법
- 1차 : E-mail 또는 방문접수 (신청서류 홈페이지 참조)
- 2차 : 우선 계약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2~3배수)
- 3차 : 우선 계약 대상업체 면담 (수익률, 권장소비자가 등)
- 4차 : 최종 판매기업 계약
※ 상세 계약 조건 등은 3차 판매기업 면담 시 협의 예정
• 판매범위 : 국내·외
• 마케팅지원 : 국내 렌탈사와 연계하여 LED조명 렌탈 서비스 지원
• 판매 전문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판매 전략
• 대부분의 부품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사용

• 제품 특징

① 전 세계 최초
AC DOB LED
Light 최대 제품군 구성
러, 2013년 : 24억7,700만 달러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기기시장
② LED 모듈 및 AC IC등 서울반도체(주)와 협력
③ 광학계 특허 채택 (Plastic Lens, Glass Lens)

④ 국내 조립제조,
IP65~66
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도 상당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진출하기는 어렵다”며 “전기
• 제품 ※ COB (Chip On Board), DOB (Driver On Board)
① 4.8W COB MR16 (30°
,60°
)

② 6W AC DOB Bulb (백열전구 대체)

기기를 구매하는 국영 전력회사의 경우 국제표준(IEC) ③보다는
자국의
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
12W AC DOB PAR30
(할로겐 PAR30,
삼파장램프 우선
대체)
④
⑤
⑥
⑧
⑨
⑩
⑪
⑫

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우리시스템

16W AC DOB Down Light (지하주차장 32W 형광등 대체, 옵션 : 디밍제어)
30W/60W/90W/120W/150W/180W/ AC DOB 가로등(옵션 : 디밍제어, 조도센서, 기본 낙뢰보호 부품 채택)
30W/60W AC DOB 보안등
⑦ 60W/120W AC DOB 터널등 (옵션 : 디밍제어)
60W/120W/180W AC DOB Flood Light
30W/40W AC DOB Down Light (E-26)
60W/90W/120W/150W AC DOB High-Bay (E-39)
100W/150W COB 공장등 (E-39, SMPS 내장형)
100W/120W COB 가로등 (Plastic Lens or Glass Lens)

www.woolee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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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문화 창달‘굽이굽이 반세기’

030

제2996호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1964년 5월 18일‘전기문화의 창달’,‘공정성의 견지’,‘정확한 보도’를 사시(社是)로 창간한 전기신문이 장엄한 반세기 역사 앞에 섰습니다. 도도한 강물이 대지를 적시며 간단없이 흘러가듯 전력산업과 함께 울고 웃은 전기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자축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생각합니다. 언론에게 사명감과 비판정신이란 단어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음을 깊이 되새기며 독자와 소통하는 정론직필의 길, 시대를 읽는 창(窓)이자 세상에 희망을 밝히는 등불의 길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50년, 또 100년 오
직 독자만 보며 가겠습니다. 따뜻한 빛이 있어 밤이 낮보다 아름다운, 경남 함양 오도재에서 글= 송세준 기자, 사진= 최현정 기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질문에선 응답자
중 33.3%가 3만원~5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

“신재생 위해 전기료 더 내겠다”

국민 절반

본지 창간 50주년 기념 대국민 여론조사
원자력 現수준 유지₩공기업 민영화 반대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가량이 신재
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추
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
금 부담액은 가구당 3000원~5000원 사
이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5.9%, 5000

원~1만원 사이가 24.3%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8₩9면
본지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여론조
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
시한‘에너지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조
사’에 따르면 현재 3%대인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

야 한다는 응답이 75.1%에 달했으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
사는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방식
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
대허용오차는 ±3.1%p, 응답률은
3.7%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확

대에 대해서는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
이 34.7%로 나타났다. 또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새로 건설하는 것은 반대한
다에 37.1%가 응답했다.
전력시장의 민간기업 진출에 대한
질문에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
답이 51.0%를, 민간기업의 진출이 필
요하다는 응답이 36.9%를 기록했다.
전력뿐 아니라 철도, 가스 등 공공
재의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 필

요성에 대한 질문에선 46.0%가 국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기업의 민
영화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33.2%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높이는 지역별 차등요
금제도에 대해 응답자중 39.4%가 동
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29.3%
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의 필요성에

도 25.6%에 달했다. 덧붙여 전기요금
이 비싸다는 응답이 49.3%에 달했으며,
10.6% 만이 저렴하다고 응답했다.
유희덕 기자<yuhd@>

전기공사업M&A전문
무실적,반납면허상담/채무조정
법인설립/ 합병/ 분할
경영상태개선/ 입찰상담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상담

신뢰와 믿음의 컨설팅서비스!
양도양수 중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M&A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동서 C&C
컨설턴트 이승용
Tel.02-3143-2585

祝
祝전기신문
전기신문창간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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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절반 “신재생 위해 전기료 더 내겠다”
본지 창간 50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원자력은 현 수준 유지

2014. 5. 15

국민들 절반가량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
르면 현재 3%대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75.1%에 달했으며, 현 수준이 적당
하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났다. 또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새로 건설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은 37.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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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떨어져도
보조금 다 준다’
미니태양광 보급 일부 지자체, 무분별 지원
‘꼭 남향 아니어도…’
신청만 하면‘OK’눈살
#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베란다
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설치비
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A씨
의 집은 앞 건물이 햇빛을 일부 가
려 발전량이 떨어졌지만 보조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허
술한 예산집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사업공고와는 달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조차도 신청만하
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의 효
과보단 가시적인 설치 실적에 연연
하고 있어서다.
특히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곳까
지 별다른 제한 없이 설치비를 주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
다. 이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고 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올 초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
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이다.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할 수
있던 기존의 주택 태양광(3kW)과
달리 200W 대의 소형 태양광발전시
스템이라 아파트 베란다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에서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가구 당 설치비의
50% 수준인 30~40만원을 보조금으
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4억원을 투
입해 지난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3900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공동
주택 거주자 중 베란다가 남향인 가
구다.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의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에 따르면 대

090

다수의 지자체는 설치비 지원대상
을‘남향 베란다를 가진 공동주택’
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베란다의
방향이 남향이 아닐 경우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 있
어서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서‘아파트 음영여부 및 베란다 방
향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시행 과정
에서 이같은 기준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고 상으로는 그림자가 지거나
베란다 방향이 남향이 아닐 경우 보
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현재로선
신청만 하면 설치비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전 검토하
는 사항은 구비서류를 모두 갖췄는
지, 한 가구가 중복 신청한 것은 아
닌지 정도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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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계획 놓고 전력당국‘고민 또 고민’
원전부지 확보₩송전선로 건설₩수요전망 등 민감사안 너무 많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놓
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요계획소위
원회에서 6월쯤 중장기 수요예측과
전력수요전망치를 내놓고, 9월까지
필요 설비규모와 송전로드맵을 발표
해 하반기에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받
는 수순이다.
그러나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신
규 원전 건설부지 확정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필요 설비규모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
다.
또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초고압 송
전선로 추가 건설이 쉽지 않은데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으로
송전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돼 한전이 송전로드맵 수립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도 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다.
더욱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
던 여름철 전력수요가 올해는 지난
해 수준에 머물면서 이에 대한 예측
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 LNG의
최적 전원믹스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전 정책이 아직 불확실
한데다 경제성만 놓고 따져보면 기저
부하인 석탄발전을 늘리는 게 바람직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송전선
로 건설의 고충 등을 고려하면 무작
정 LNG복합발전 비중을 낮출 수 없
기 때문이다.
실제 전력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전력시장제도 하에서는 당장 내년부
터 LNG복합발전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료
비는 높게 유지되지만, 시장도매가격

이나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아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늦출 수
는 없는 만큼 10월쯤 발전설비 건설
의향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하고 있다”며“연도별 필요설비규
모만 제시할 지, 아니면 전원믹스까
지 제시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한편 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발전
사업자들도 애가 타는 모양새다. 필
요설비규모와 송전로드맵이 빨리 나
와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비교적 여건이 좋
은 부지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현재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발전
의 경우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수용성도 크게
떨어지는데다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
의 경우 송전망 문제로, 남해안 지역
의 경우 환경 문제 등으로 부지를 찾
는 게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경북 영덕 지역의 경우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4~5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
다.
반대로 LNG복합발전의 경우 적
정한 부지도 많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
은 상황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LNG복
합발전의 경우 워낙 수익성이 낮아지
고 있어 석탄발전 부지를 찾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박은지 기자<pej@>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 후 처음 추진하는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가 6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총 650억원이 투입돼 3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2015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박은지 기자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설‘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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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록 보관의무 법으로 규정

7차 전력수급계획 놓고 전력당국 ‘고민 또 고민’

김상훈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전·송전망·수요전망·전원믹스 등 민감 사안 너무 많아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시험
성적서 등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인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자
료보관 실태를 개선함으로써‘제2의
원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국가공
인 시험·검사기관의 관련 기록을 최
대 10년까지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하
는‘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 분야의 시

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
해 시험·검사의 시험성적서 등 관
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법률상으로는 명시적인 보관의
무가 없고, 기관마다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가 어려운 상
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2013년
이른바‘원전비리’를 예로 들면, 원
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
조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돼 있어
야만 위조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검
증이 가능하다”며“하지만 그동안에
는 자료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들
의 일관성 없는 자료 보관 실태를 개
선하려면, 이를 법률로 명시해 규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
험·검사기관들의 시험성적서 등 관
련 기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부
실한 보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국가공인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성적서나 시험성적 결과
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를 명시함으
로써, 부실한 자료보관에 기인한 땜
질식 사후 검증이 완전히 종적을 감
추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험기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따르는 것은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내규로 정해져 있는 기
록 보유기간을 일관된 시스템(법) 하
에 넣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록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원본과
전산파일 등을 보관하는 장소와 데이
터 서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험기관의 품질보증 책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규로만 정해져 있
는 기록 보유기간을 법으로 의무화하
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 현 체제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며“다만 시행령·시행규칙 등으
로 기록 보유기간이 늘어날 경우 준
비가 필요할 것”
이라고 전했다.

2014. 8. 1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요계획소위원회에서 6월
쯤 중장기 수요예측과 전력수요 전망치를 내놓고, 9월까지 필요 설비규모와 송전로드맵을 발표해 하반기에 발전
설비 건설의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답보상태
에 머물고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필요 설비규모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밀양사태에

전기자재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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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쉽지 않은데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으로 송전비용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돼, 한전이 송전로드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블 전문
전문 취급점
취급점
케이블

매일전기(주)
TEL : (032)421-3800

www.mielec.co.kr

김병일₩이진주 기자<kube@>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455

0

010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020

030

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기계식 이어 전자식까지’잇단 담합 적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안 발표…민간 개방 대원칙

조만간 전력산업에도 판매경쟁 도
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
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 KDI 교수는
“전력산업 공기업 개편방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판매경쟁 도입”이라며“독
점 공기업 체제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어려운 만큼 판매시장을 개방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박 교수는“지난 5년간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부채는 급증해 총 105조원 규
모에 이르고 있다”며“전기요금을 정
상화하고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
에 새로운 전력 판매사업자 출현을 위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주요 공기
업별 개편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
다.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경우 필요
한 부분의 민간 개방과 업무 영역 구
조조정 등을 원칙으로, 방만하게 확장
된 출자회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에너
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순자산 규모가 3조~4조원에 이
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이나 발전 5사의 3사 체제로의 개편,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역할 조정 등에
관한 방안도 담겼다.
전력시장 판매경쟁 촉진을 위해서
는 원가연동제와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요금 결정 거버넌
스와 추진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철도공사의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도
철도공사가 독점하는 운송 사업을 개
방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시
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
도차량 정비 등에도 철도공사 외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한 민간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근본
적인 처방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
었지만,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는 의견도 많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은“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징벌
적 개혁인 반면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
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라고 본다”며“다만 우리나라 공기업
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
관을 주무부서의 산하기관이라고만
인식 한데서 발생했고, 우리나라 공기
업 문제의 본질은 독점구조가 아니라
경쟁유인이 없는 데서 발생하는 만큼
무조건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게 능사
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경쟁체제 도입
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

전자식 전력량계 12개 업체₩2개 조합 연루…
“기업가 정신 사라졌다”

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인식하는 게
사실”이라며“한전은 지금도 과감한
개방과 혁신을 추진할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판매시장 개방은 대
체성과 공공성이 전제돼야 하고, 특히
새롭게 열리는 전력시장은 신재생에
너지, 전기저장장치(EES), 스마트그
리드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어서 초기에 한전 같은 공기
업이 투자를 통해 시장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파이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덧붙였다.
정형석 기자<azar76@>

기계식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
에서도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
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 전력
량계 제조업체 및 2개 전력량계 조
합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을 모의한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주금액
이 낮은 점 등이 고려돼 기계식 전
력량계에 비해 과징금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모두 14개 전력량계 사업자와 2
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남전사, 서
창전기통신, 연우라이팅, 엠스엠,

옴니시스템, 위지트, 일진전기, 평
일, 피에스텍,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KDN, LS산전 등 12개 사업자
와 전력량계 사업조합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전력
량계 제조업체들과 제1·2전력량계
조합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
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 시작 연도와 회사규
모 등을 기준으로 제조업체들을
A·B·C 군으로 나눈 뒤, 각 군별
로 지분율을 사전에 정해 발주물량
을 나눴다. 2009년 10월 입찰에서
LS산전·일진전기 등 6개 업체는
A군으로 각 9% 지분, 엠스엠·평
일 등은 B군으로 각 7% 지분, C군
인 한전KDN과 태광이엔시가 각
4% 지분을 갖기로 했다.
일진전기, 한전KDN, LS산전 등
대기업을 제외한 9개 중소 전력량
계 제조업체는 2009년 신규업체 등
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전
력량계 조합(1·2조합)을 설립했

산업부, 내년 예산 8조 113억원
올해 대비 1.45% 증가…산업 진흥₩에너지 복지 등 확대

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
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
에 참여했다. 수주한 물량은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또 이들은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
리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10
월까지 모두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이어 잇따라 담합 사
실이 적발되자 관련 업계에선 자성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다.
업계 한 관계자는“기계식을 포
함해 10년 넘게 전력량계에 대한 담
합이 이뤄진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
만 좇기 때문”이라며“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거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는 품질 좋은 제품의 시
장 참여를 가로막아 결국 전력량계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해
치는 길”
이라며“공공부문 입찰담합
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희 기자<xixi@>

고, 노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전환하
는 예산도 늘렸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산업진
흥과 고도화 분야에 지난해보다 1017
억원 늘어난 3조3028억원을 배정했다.
<2면에 계속>
정형석 기자

2014 한국전기산업대전이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
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85개사 52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세계 37여 개국에서 초청된 120여 명의 바
이어와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전시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진시현 기자

전기산업대전 개막

글로벌 CMD 전문가‘한자리에’
<상태감시 진단>

‘2014 전력설비진단국제학술대회’21일 제주서 개막
전 세계 전력설비 상태감시·진단 분야 전문가들
이 한국에 모였다.
세계 30여개 국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 2014 전 력 설 비 진 단 국 제 학 술 대 회 (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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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판매경쟁 도입‘초읽기’
조환익 한전 사장“혁신₩개방엔 공감, 공공성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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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가 21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2006년 창원에서 개최된 1회 학술대회 이후로 한

국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CMD 2014는 25일
까지 5일간 구두 90편, 포스터 160편 등 250여 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대회 첫날인 21일 환영연, 둘째 날인 22일 포스
터 발표와 개막식, 기조강연, 구두 발표 등이 진행
됐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구두 발표와 기조강연,
서제주변환소 기술시찰, 갈라 디너, 폐막식 등이
이어졌다. 구자윤 CMD 2014 조직위원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CMD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kube@>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예산안
은 8조113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5% 증액됐다.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
화 투자가 크게 늘어나며, 에너지복지
와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안이 확정되는 대로 효율적인 재정투
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
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2015년 산업부 예산
중 R&D 예산은 3조3579억원으로 올

해보다 3.3%나 증액됐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2987
억원으로 올해보다 1800억원 가량 늘
렸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3
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직류 송배전시
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도
4120억원을 배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 R&D 지원으
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해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
급·확산에 신규로 50억원을 배정하

규격품 전문생산업체

‘전력시장 판매경쟁
도입 초읽기’
남영기전(주)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게
고객분들께
19일 새누리당 공기업개혁안
발표... 전력산업
민간개방이
대원칙
더
큰
가치와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
조환익 한전 사장“혁신과 개방엔 공감하지만 경영 자율성 전제돼야”
2014. 9. 25
발품
신개

조만간 전력산업에도 판매경쟁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
혁분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 KDI 교수는 “전력산업 공기업 개편방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판매경쟁 도
공동주택 월패드
통합시스템
(특허출원번호 10-1392869)

ABS(노출형 계량기함)
(2·4세대용)
LH공사 규격품

입”이라며 “독점 공기업 체제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어려운 만큼 판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
�

표된 개혁안에는 주요 공기업별 개편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경우 필요한 부분의 민
특허 제 : 10-1307197호
보수점검 통로

디지털 통로형 패키지 판넬

간 개방과 업무 영역 구조조정 등을 원칙으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블럭형 디지털 분전반

을 위해 민간의
했다.24(고척동) 신도빌딩 301호
본 사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14길
南 英시장
機 참여를
電 (株) 확대하도록
파 워 에 이 스 (주)
홈페이지 : www.nye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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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y@nyelec.co.kr

TEL : (02)2619-5300(代) FAX: (02)2619-5750

생산품목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527-41
TEL : (031)988-1811(代) FAX: (031)988-8940

세대통합단자함

비상콘센트함
(소방성능 시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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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 두 단계 상승된
‘IE4 3상 유도전동기’
개발
<슈퍼프리미엄급>

효성, 구리 다이캐스팅 회전자 채용
‘국내 최초’양산가능 모델 2종 개발
슈퍼프리미엄급(IE4) 3상 유도전동기
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최저효율제 시행으로 현재 국내 시장
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효율
(IE2) 전동기에 비해 효율등급이 두 단
계나 높은 제품이다.
국제구리협회 한국사무소는 효성이
구리 다이캐스팅(die casting) 회전자
를 활용한 슈퍼프리미엄급 3상 유도전
동기를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슈퍼프리미엄급은 현재 국제적으로 규
정된 전동기 효율등급상 가장 높은 등급
이다. 일반과 고효율, 프리미엄, 슈퍼프리
미엄 순으로 점차 효율이 높아진다.
효성이 개발한 슈퍼프리미엄급 전동기
는 2.2kW와 15kW 등 2종으로, 시제품
제작이 아닌 양산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양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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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프리미엄급 전동기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찾아보
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효성은 회전자의 재질을 기존 알루미
늄에서 구리로 바꿔 효율을 높였다.
효성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
이션으로 회전자의 구리 슬롯 형상을 최
적화했다.
구리 슬롯의 모양에 따라 기동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전동기 개발에 가
장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또 일반적인 구리 주조 기술이 아닌
고난이도의 구리 다이캐스팅 기술을 적
용했다. 구리 다이캐스팅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금속 주조∙다이캐스팅 전문기
업 캐스트맨(대표 홍기원)을 통해 진행
했다.
효성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양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 구리 회전자를 개

발했으며, 프리미엄급 전동기보다 효율
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효성은 이번 슈퍼프리미엄급 전동기
개발로 글로벌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
다.
효성 관계자는“효성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상
유도전동기의 초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있
다”며“이에 따라 2012년 프리미엄 제품
을 개발 완료했으며, 올해는 슈퍼프리미
엄급 제품 2모델을 개발해 냈다. 효성이
보유한 전동기 분야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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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민간 차원의 통일 한국 준비‘가속도’
전기공사협회,‘제2차 전기분야 통일위원회’
전기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통일
한국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지난 8
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시 소재 디
오션리조트 일원에서‘제2차 전기분야 통일
위원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17면
장철호∙홍양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각
계에서 모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언급됐
던 전기분야 통일위원회의 역할과 세부 활동
계획, 북한의 전력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정
보 공유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과 북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이상만 중앙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을 끌었다. 남북 전기설비기술기준∙시공기
준∙용어 통일화 작업과 북한 전기기술자 양
성 및 교육 방안 등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한 의견 교환 시
간도 이어졌다.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활동과 발맞춰 전기
분야 통일위원회가 자체적인 정보수집 및 분
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향
후 전기분야 정책 결정 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이크로그리드와 ESS 등 북한과의 전력

교류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술
에 대한 정보 등도 공유했다.
장철호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오늘 자
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안건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있
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북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전기
계 발전을 위한 통일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홍양호 공동위원장도“오늘 우리 전기분
야 통일위원회의 활동에 전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과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통일 한국을 실현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전남 여수= 조정훈 기자<jojh@>

▦용어
∙다이캐스팅(die casting): 금속 주조법
의 하나. 필요한 주조형상에 완전히 일치
하도록 정확하게 기계 가공된 강제(鋼製)
의 금형에 용해금속을 일정 이상의 압력
으로 주입, 금형과 똑같은 주물을 얻는 정
밀주조법이다.
김병일 기자<kube@>

전기분야 통일위원회(공동위원장 장철호�홍양호)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제2차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세부 운영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전기차�EES�에너지 자립섬 사업 등 담당

‘에너지신산업과’신설
산업부‘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전기저장장치(EES), 전기차
사업 활성화, 에너지 자립섬 사업 총괄 등
의 업무를 전담하는‘에너지신산업과’를
신설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과 관
련해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신속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
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명
칭을 변경하고,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아
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신산업과 간 업무를 조정하게 된

다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는 에너지신산업과는 그동안 환경부가
주도한 전기차 보급 업무를 포함해 6대
수요관리 신사업 보급∙확대 업무를 전
담한다. 6대 신산업은 ▲전력수요관리 ▲
에너지관리통합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
충전 ▲태양광 렌털 ▲독립 마이크로그
리드 ▲온배수열 활용이다.
에너지신산업과는 또 건물부문의 에너
지수요관리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운영, 에너지진단제도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와 전기차 사
업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스
마트그리드 보급∙진흥, 에너지자립섬 등

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업무 영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산업부 내의 전력
진흥과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다소 혼
선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중복을
막기 위해 전기차의 경우 버스, 택시, 렌
터카 배터리 리스 사업에 집중해 부처 간
업무 중복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부 전력진흥과가 담당한
스마트그리드 보급∙진흥업무 중 지능형
수요관리(DR)와 분산전원 업무는 전력
진흥과에서 계속 맡고, 에너지신산업 관
련 스마트그리드 업무와 에너지자립섬
사업 부문 등만 이관 받을 계획이다.
정형석 기자<azar76@>

록 높아지는 건물, 점점 깊어지는 지하철 등 국
내 건설 실정에 맞춘 안전한 케이블 솔루션은
아직 한국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면서“넥상스코리아는 뛰어난 R&D 역량을 바
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블을 개발하
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제품은 넥상스 그룹이 2년 전 세계 처음
으로 개발했으나, 설비투자와 제조 및 컴파운드
기술 확보 등 국산화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넥상스코리아는‘알시큐어 프리미엄’과 함
께 한 단계 낮은 그레이드인 알시큐어 플러스
(750℃ 90분, 830℃ 120분)을 본격 양산할 예정
이다.
국내에선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내열전선
(FR-3)과 내화전선(FR-8)이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FR-8은 750℃에서 90분 정도 견디
는 수준으로 유럽 등 선진국 기준에는 한참 낮
은 실정이다.
박상순 넥상스코리아 이사는“내화케이블은
화재발생 시 옥내외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자
동화재 탐지설비 등 중요한 안전설비를 작동하
도록 해야 한다”면서“빌딩 내 인화성 물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알시큐어 제품
군은 기존 범용 내화케이블인 FR-8 시장을 빠
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다.

현존 최고 사양
산업부,
신설
096
성공
내화케이블
국산화에너지신산업과

전기차·EES·에너지 자립섬 등 담당...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명칭 변경

넥상스코리아, 1050℃ 견디는 알시큐어 프리미엄 개발
현존하는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온
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화케이블이
개발됐다.
넥상스코리아(대표 강인구)는 2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1050℃에서 120
분 동안 안전하게 통전이 가능한‘알
시큐어 프리미엄’케이블을 국산화했

다고 8일 밝혔다.

2014. 10. 13

이 케이블은 내화 시험과 관련해
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 전기저장장치(EES), 전기차 사업 활성화, 에너지 자립섬 사업 총
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의 AS
표준을 만족시키며 지난해 5월 LS전

괄 등의선이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설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놓은 내화케이블(830~1000℃)
수준도 뛰어넘는다.
강인구 넥상스코리아 대표는“갈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 에너
지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신속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명칭
을 변경하고,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아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신산업과 간 업무를 조정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에너지신산업과는 그동안 환경부가 주도한 전기
송세준 기자<21ssj@>

차 보급 업무를 포함해 6대 수요관리 신사업 보급·확대 업무를 전담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운반 비상훈련 4면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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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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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여야‘시각차’
뚜렷
野“국감 후 진상규명”VS 與“장기적 관점 필요”
21일간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모
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최
대 이슈였던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
놓으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
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해외 자원개
발사업’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MB정권하에서 추진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MB 정부 당시 공기업과 민간이 합작
해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40조원인데 현재 이 중 87%인 35
조원을 날린 상태”라며“단군 이래 최
대의 국부 유출사건”이라고 비판의 수
위를 높였다.
그는“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
업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권력형 게
이트로 진화하고 있다”며“국정조사
나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실체를 밝혀

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이날 오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
(가칭)를 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국정
조사 추진과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조
직적 활동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
진 것처럼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MB
자원외교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아
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상을 철저히 확
인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조건 실패로 규정지을 수 없
다며 상반된 의견을 냈다. 또 정부에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질의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해외자
원개발사업은 이미 참여정부부터 시

‘대기업 욕심에 흔들리는 中企’
출혈경쟁에 배터리 가격 폭락…중기 사업수주 전무
대기업의 욕심 탓에 중소기업이 흔
들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대
기업의 무리한 출혈경쟁으로 중소기
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최저가 낙찰제로 추진한
‘2014년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의

입찰 결과 배터리 가격이 중국산의
7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스
마트그리드사업단은 예산이 남아 재
발주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
번 사업을 두고 대기업의 출혈경쟁으
로 배터리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수
준까지 내려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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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감 종료…
“MB 자원외교 엉터리”공세

030

작됐고, 당시 계약이 체결된 56개 사업
을 보면 33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13.3%의 회수율을 보였다”며“이미
에너지자원 시장을 선점한 메이저 기
업들도 탐사 성공률이 20%를 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MB정권에서 추진된 해외자
원개발사업 역시 해외자원시장에서
국내 공기업이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은“참여정
부에서 추진된 사업도 초기 5년은 투
자회수율이 낮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노영민 의원을 위원장
으로 하는‘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
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를 정점으로 국정조사와 청문
회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 예산안 처리
등과 함께 연말 정국을 뒤흔들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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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SI 2014’성황리 개막
<아₩태 전력산업컨퍼런스>

26~30일 제주서 열려…35개국 2000여명 참석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산업 리
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 20차
아·태 전력산업컨퍼런스(이하
CEPSI 2014)가 26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30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서 열 리 는 ‘ CEPSI 2014’는
AESIEAP(아·태 전력공급산업협
회)이 주관해 2년마다 개최되는
아·태 지역 내 최고 권위의 국제 전
력회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
국 2000여명이 참가했다.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AESIEAP
회장인 조환익 한전 사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 최대 전
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리루
게 부사장, 중국의 1, 2위 발전회사
인 화능집단공사 카오 페이시 사장
과 대당집단공사의 첸진앙 사장 등
35개국 회원국 전력산업 리더들과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
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번 대회에 양

대 전력망공사(국가전력망공사, 남
방전력망공사)와 5대 발전회사의 최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등 200
명이 넘게 참석해 최대 규모를 자랑
했다.

또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주요 전력
회사 CEO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
석했으며, 개도국 중에는 캄보디아,
네팔 등이 최초로 참가했다.

‘전력 판매경쟁 이후 소비자 편익 오히려 감소’
日 전력중앙연구소, 美 전력소매시장 분석 결과

부분 컨소시엄들도 대기업 배터리
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또 대기업에서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관계자는“정
확한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는 비공개
인 만큼 알려줄 수 없다. 다만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입찰할 리가 있느냐”라
며“합리적인 가격에서 입찰을 한 만
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ydw@>

조환익 한전 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에너지올림픽인 세계에너
지총회(WEC)에 이어 올해에는 에
너지 아시안게임과 같은 CEPSI를
연이어 한국이 최대 규모로 개최하
게 돼 기쁘다”며“이는 에너지 수요
성장을 아시아가 선도하고, 에너지
특히 전력분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
다”고 말했다.
제주= 정형석 기자<azar76@>

CEPSI 2014(아₩태 전력산업컨퍼런스)에 참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주요 내빈들이 참가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박은지 기자<pej@>

업계 관계자는“해외에서도 저렴한
수준에 속하는 중국의 리튬이온배터
리 가격이 kW당 80만원에서 90만원
에 달하는데, 이번 스마트그리드 보급
사업에서는 50만원 수준에 낙찰이 됐
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배터리 가격 후
려치기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을 수주하려면 결국 자신들도
가격을 그만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
한전이 최근 추진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확대계획에 낙찰받은 대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전력 판매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소매시장 개방 후 소비자 편익
은 줄어드는 대신 대기업 중심으로 시
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
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최근 발간
한‘미국 전력판매시장 사업자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소매경쟁을 도
입한 미국의 16개주 중 상당수에서 소
수 판매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
된 반면, 전기요금은 올라 소비자 편
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력소매
시장은 수백개의 판매사업자 중 상위
7개 기업이 판매시장 전체의 50% 이
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은 소
규모 판매사업자를 인수해 점점 몸집

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판매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해 신규 진출기업들은 퇴출되는 반
면, 연관 산업 위주로 M&A가 성행하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기요금 수준이 높을수록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석
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오리건이나 미시건, 오
하이오 주 등의 경우 신규 판매사업자
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요금이 비싼 뉴욕, 뉴저
지, 메릴랜드 주 등의 경우 신규 판매
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물론 최
근에는 셰일가스 개발로 가스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판매시장

이 활성화되려면 전기요금이 높은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서는 소매경쟁을 도입한
미국 16개주의 특성별로 신규사업자
들의 진입 현황과 시장점유율 등을 일
목요연하게 정리해 일본뿐만 아니라
올해 말부터 수요자원반응(DR) 시장
을 개방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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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전력산업컨퍼런스(CEPSI) 2014’ 성황리 개막
혁신과 도전으로 고객의 가치를 키워 드리는 기업

26일부터 30일까지 제주서
열려... 35개국서 2,000여명 참석 2014. 10. 30
LIGHTNING PROTECTION & GROUNDING MATERIALS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 20차 아·태 전력산업컨퍼런스(이하 CEPSI 2014)가
26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30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CEPSI 2014’
는 AESIEAP(아·태 전력공급산업협회)이 주관해 2년마다 개최되는 아·태 지역 내 최고 권위의 국제 전력회의
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2000여명이 참가했다.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AESIEAP 회장인 조환익 한전 사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 최대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리
루게 부사장, 중국의 1, 2위 발전회사인 화능집단공사 카오 페이시 사장과 대당집단공사의 첸진앙 사장 등 35개국
회원국 전력산업 리더들과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36번지 031-998-0629, 0630 제1공장 :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개곡리 14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5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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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시대‘性 격차’여전
전기₩기계 등 이공계 고용₩임원비율 등 性比 불균형 심각
‘2014년 글로벌 性 격차 보고서’
韓, 성평등지수 142國 중 117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오른쪽 네 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DC 80kV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식’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계 초전도 강국 기틀 마련
세계 최초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
한전, 10월 29일 제주 금악변환소에서 준공식
DC 80kV 초전도 케이블₩냉각기 실계통 적용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직류
(DC) 초전도 전력설비를 완공, 세
계적인 초전도 강국으로 도약할 시
금석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0월 29
일 제주 금악변환소에서 세계 최초
로‘DC 80kV 초전도 전력설비 준
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초전도 전력설비
는 세계 최초로 직류 송전급 초전도
케이블 및 냉각설비 등으로 구성됐
다. 한전은 해당 초전도 전력설비

(주)서울분전반
소량주문 환영
제작기일 3일
품질 제일주의
T) 02-2625-4828
F) 02-2625-4829

개발은 물론 실계통 적용까지 성공
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
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초전도 기술은 전기의 수송, 변
환, 저장 등 활용도가 높아 전력계
통 분야에 있어 초고압직류송전
(HVDC)기술과 함께 경제성과 성
능이 높은 미래 먹거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초전도 케이블은 동일한 크
기의 구리 케이블에 비해 송전용량
이 5배 이상 크고 송전손실도 50%
이상 감소되는 등 저손실의 대용량
전력전송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
력다소비 지역 등 수요에 더욱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준공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LS전선, 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조환익 한전 사장은“우리
나라는 스마트그리드, ESS, 마이크
로그리드와 같은 첨단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실증 경험이 있
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한전은
초전도 기술을 지속가능한 미래 기
술로 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해
왔고 기술개발에 착수한 지 10여년
만에 세계 최초로 직류 80kV 초전
도 케이블을 실계통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구자은 LS전선 사장은“초전도
케이블은 더 이상‘꿈의 케이블’이
아니다”면서“LS전선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로 글로벌 전력시
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2015년 10월까
지 AC(교류) 154kV 초전도 케이블
의 실계통 적용을 목표로 연구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
최고 전압인 미국 롱아일랜드에 적
용된 138kV를 뛰어넘는 프로젝트
다. 실계통 적용에 성공할 경우 우
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강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DC 송전급 초전도
케이블 실증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
으로 AC 초고압 프로젝트도 성공
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국내 관련
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해외 초전도 시장에 적극 진출
할 계획이다.
송세준 기자<21ssj@>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우리나라 남
녀 성 격차는 여전했다. 전기·건축·
기계 등 이공계의 경우 고용 과정, 임
원 비율 등에서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
졌으며,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현격
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4₩5면
10월 28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WEF)의‘2014년도 글로벌 성 격차
(Gender Gap) 보고서’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0.640점으로,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성평등지수는 성별격차가 없는 양성
평등 상태를 1로 보고 산출한 수치다.
전년대비 점수(0.635점)는 소폭 올랐

지만, 136개국 중 111위였던 순위는 오
히려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기회에
서 124위를, 교육에서 103위를, 정치참
여에서 93위를 차지했으며, 노동시장
참가율 86위, 전문 기술직 수 98위, 동
일 직군 남성과 임금 평등 125위 등으
로 나타났다.
특히 WEF측은“한국은 연구개발
(R&D) 분야 남녀 인력 비율이 전세
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국가”
라고 지적했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로 여성
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갈길
이 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최근 종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경기 화성을)은“산업부 산하 공공기
관의 경우 고용 과정에서 여성의 채용
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의 경우 지난해 남성 1339명과 여성
539명이 응시해 남성은 93명, 여성은
11명이 채용됐다. 응시자수는 두배 정
도 차이였지만, 채용자수는 열배 정도
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올해 1875명의
남성과 1008명의 여성 응시자 중 남
성 17명, 여성 6명이 채용됐으며, 한
전원자력연료는 2014년 응시 남녀성
비가 두배 정도였지만 채용은 남성
22명, 여성 4명으로 다섯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전KDN은 2010년 1062명의 여성

보령화력 1₩2호기 상업운전 30돌
한국 표준형 화력발전소 효시…한국 발전역사 산증인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의 시초이
자 500MW급 국내 석탄화력의 효시인 보령화력
1, 2호기가 올해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년을
맞이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1984년 세간의 관심 속에 그 위용을 드러

낸 보령화력 1, 2호기는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메
카로 자리매김하며,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12년 3월에 발생한 보령화력 1호기 화재
사고는 충격과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6개월 이상

‘비상발전기 자원화’참여 전기공사업체 공모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12일까지 접수
5일 전북 완주 본사서 설명회…총 10여곳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에 참
여할 전기공사업체를 모집한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11
월 12일까지‘2014년 비상발전기 공급
자원화 사업’에 참여할 전기공사업 등
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은 전
력수급 위기 시 전국에 설치돼 있는

비상발전기를 공급자원으로 활용, 비
상시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를 유지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도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진행되며, 그동안 실태조사를 거친
기관과 신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정전절체스위치(CTTS)
130대 등의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
게 된다.

응시자 중 단 한명도 채용되지 않았
다.
관리직₩임원의 성비도 현격한 차이
를 보였다.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
스템(ALIO)을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
공사는 1급 갑·을, 임원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이는 남동·남부·
동서·서부·중부 등 발전사와 한국
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성비율도 남
녀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2014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에따
르면 지난해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 합격자 57만
3473명 중 23만2472명(40.5%)이 여성
이었다.
<2면에 계속>
김병일 기자<kube@>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0일 만에 정상 가
동에 성공해‘100일 신화’를 만들기도 했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보령화력 1, 2호기 30
주년은 경륜과 노련함, 그리고 기나긴 시간 동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우리 발전 역사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중부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의 막강한 역량을 상
징한다”며“아직 더 가야 할 여정이 많은 만큼 앞
으로도 중부발전의 든든한 실력파 맏형으로서 그
위상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사업 예산은 125억원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CTTS 시설과 부하이
동, 전기공사 등을 수행할 전기공사업
체 1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특히 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 11월 5일 전북 완주 본
사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2일 16시까지 방문·우편을 통
해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참여사업자는 1차 기술능력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11월 18일에 최
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연구원 자
원화사업추진단(063-716-2812)에 문
의하면 된다.

CEPSI에서 만난 사람들
케이-걸스데이

3면
4₩5면

김병일 기자

IEC 국제규격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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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 초전도 강국 기틀 마련

40년
전통을 이어가는
전선유통명가
전선유통명가
세계 최초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
2014. 11. 3

Global Leading Company

남전상공!!
남전상공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직류(DC) 초전도 전력설비를 완공, 세계적인 초전도 강국으로 도약할 시금석을 마련
구매·납기·신용의 3박자를 갖춘 전선유통 리딩컴퍼니 남전상공!

40여년을 하루같이 쌓아
남전상공의‘DC
경영노하우는
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0월 29일 제주 금악변환소에서
세계온 최초로
80kV 고객과의
초전도약속입니다.
전력설비 준공식’을
물류자동화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만족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초전도 전력설비는 세계 최초로 직류 송전급 초전도 케이블 및 냉각설비 등으로
구성됐다. 한전은 해당 초전도 전력설비 개발은 물론 실계통 적용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직류 송전급 초전
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초전도 기술은 전기의 수송, 변환, 저장 등 활용도
가 높아 전력계통 분야에 있어 초고압직류송전(HVDC)기술과 함께 경제성과 성능이 높은 미래 먹거리 기술로 주
목받고 있다.

본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9-30 (구로중앙유통단지 앞)

3사/5사/일반전선 재고

100억 이상 항시보유

Tel：(02)852-0671(代), 856-1950 Fax：(02)855-3505
L S 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리점·

대신전선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5-1(구장사거리)

경기 화성
물류웨어하우스

OPEN!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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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020

030

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원자력 수용성 정책 성과 미미…단어조차 이해 힘들어
한수원, 설문조사
○…월성 1호기는 주민 반대에 부
딪혀 2년째 계속운전 승인을 기다리며
가동 중지돼 있으며, 삼척은 원전 유
치를 두고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져 일거에‘탈
핵’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준공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 역시 시
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운영시기
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자력 수용성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요지
부동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뒤 정부와 한
수원은 줄곧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지원책을 마련,
추진해왔다. 국민들의 원자력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수용성 확보 정책이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성
에는 찬성하지만 거주지에 설립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도 역시 여
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방사선 측정단
위가 무엇인지 모르며, 5명은 단위를
쉽게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자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1차적으로 접
하는 단어조차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에 원자력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언론에서 연일‘원전 사고’라는 단어
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
조되고 있어, 좀 더 정확한 개념의 용
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원전이 불시 정지했
다’는 소식에서‘사고’를 떠올리지만,
불시정지란 고장이나 어떤 이상이 발
견돼 핵분열을 안전하게 멈췄다는 뜻
으로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와는 다르
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원자력계 한 원로는“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겨 멈
춰 선 것은 고장이며, 기기 고장이나

운전 부주의로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
거나 사람이 다치는 것은 사고”라며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방사선과 관련
되지 않는 발전기의 고장 등은 사고에
서 제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 등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원전의 경
우 사고확률은 낮지만 사고 시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에 기술적 안전보다 감
정적 안전에 입각해서 국민적 수용성
을 높이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원
자력의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알리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요와 관리
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친근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용성을 확
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주 기자<jjlee@>

해외기관에 잠식
배터리 기업들, 많은 비용₩시간 소모
“세계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두
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시험인증 기관이 전무해
해외기관에 잠식당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
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중대
형 이차전지 인증종속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험인증기
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중대형 이차전지를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반면 독일 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는 이미 수원
에 중대형 배터리 전문시험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
다. 배터리 기술은 앞설지 몰라도, 시험인증 분야에
서는 뒤쳐져 국제표준화 인증이 해외에 종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배성용 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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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감독원 설립‘본격화’
산업부와 기재부 간 조율 마무리…국회 통과여부 관건
국내 전력망 운영을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
리 전문기관(가칭 전력계통감독원)
의 설립이 본격화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때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전
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된 이후 1년 넘게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재부는 새로운 기관 설립
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민원 등으로 송전선 준공이 지
연됨에 따라 전력망의 신뢰도가 악
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재부
도 선진국과 같이 신뢰도 관리 전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
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 입

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력계통감독원의 역할은 전력계
통 신뢰도 기준을 개발하고, 중립적
으로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와 계통운영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 설립을 구체화하
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전기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빠른 시일 내
에 신뢰도 기준개발 위원회를 구성
해 각종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신뢰도 기준개발 위원회에는 산
업부와 전기위원회 등 정부기관뿐
만 아니라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
KDN, 발전6사, 민간발전협회 등
전력산업계, 국정원과 원자력안전
연구원 등 보안 분야의 관련 부처
직원들로 총망라된 약 45명의 인사
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시장

리튬이온배터리 인증기관 국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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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委,“한전과 동서발전 50 대 50”의결
논란이 돼 왔던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한전과
동서발전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으
로 전망된다.
전기위원회(위원장 오태규)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
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에 대해“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
사가 50 대 50의 동일한 비율로 분담키
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예방 설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관련해 한전
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이차전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증종속 해소 방안에
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5월 전
대해 논의했다.
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낸 바 있으
관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엔지니어 며,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
EES 국내 및 중국 영업총괄 부장은 이차전지 제조
를 파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
사 입장에서 바라본 국내 인증시장의 현실에 대해
는 얘기다.
언급했다.
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8명의 전기위
배 부장은“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십여개의 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배 부장은“이번 한전의 주파수조정(FR)용
인증을 획득하다 보니 해외업체와 비교할 때, 속도 결론을 내렸다.
EES 사업에서 MW급 배터리가 공급됐는데, 국내
가 떨어진다”며“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선 국내
에서는 아직 MW급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당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
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 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공
수 있는 기관이 없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야 해
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당진 발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인증을 위해
해외 기관으로 샘플을 제작해 배송하고, 또 인증기
소와 신서산 변전소 간 약 37km의
윤대원 기자<ydw@>

765kV 2회선)를 이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형 정전사
고 방지를 위해 예비 송전선로를 보강
토록 해 보강선로 건설비용을 누가 부
담해야 할지 한전과 동서발전 간 갈등
을 빚어왔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 처리
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의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
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로써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
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 유
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송₩배전
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위원들은“동 송전선로는 발
전사업자가 부담해 건설해야 하는 접
속설비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그 원
인 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
안이어서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또 한전은 이미 기관 설립을 지원
하기 위해 자원자를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TF를 구성했으며, 전력거래
소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력계통감독원의 법적 지위와
재원 마련,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
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
만 중립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의
NERC처럼 산업부 산하가 아닌 독
립된 기구로 운영하고, 전문가를 영
입하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기관 위치도 서울이어야 한다는 얘
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
사 등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
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형석 기자<azar76@>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
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기위원회는“당진 예비송전
선로 건설의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의 전용성과
더불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그 비용을 양측이 동일
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정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
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
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
다.
정형석 기자

전력계통감독원
설립공급자원화
‘본격화’
2014
사업
2014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참여사업자
참여사업자모집
모집공고
공고
산업부와 기재부
간 조율 마무리... 국회 통과여부가 관건
국가 재난시 비상발전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를 유지하고자 실시하는
공급자원화
수행할
참여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설립시 한전, 비상발전기
전력거래소,
발전사사업을
등서 성실히
대거 지원
예상
2014. 11.
13
※ 무정전부하절체설비
: 상용전원과
비상발전기 전원을
부하에 순간
국내 전력망
운영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가칭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이
분
야 : 무정전절체설비 시설 및 수배전반 시설 개선 전기공사
정전없이 절체가 가능하고 비상발전기 제어가 가능한 설비

본격화된다.
따르면
지난해
참여대상 전력업계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10월
업체 정기국회 때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전
무정전절체설비
무정전절체설비
신청기간 : 2014. 10. 30 (목) ~ 11. 15 (토) <접수기간 연장>
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된
2차 사업설명회 : 2014. 11. 11 (화) 14시,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

한전

비상발전기

한전

비상발전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재부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민원 등으로 송전선 준공
공고 세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이 지연됨에 따라 (http://www.kesco.or.kr)
전력망의 신뢰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재부도 선진국과
같이 신뢰도 관리 전문기구
평상시
부하절체운전시
문의 사항 : 최명일 연구원, 063)716-2812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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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어 온 현장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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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
발전사는 운영₩정비 위주로

090

100

제3049호

원전 기자재산업 전방위 지원

전기계 산재 예방
우수기업‘한자리’
본지,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

품목별 맞춤형 구매제도 시행₩유자격업체 풀 관리 등

전력그룹사, 해외사업 기능조정 일단락
한수원,‘원자력 기자재산업 활성화 컨퍼런스’
앞으로 해외발전사업 수주는 한
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회
사는 운영과 정비 사업을 맡을 것
으로 전망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발전사업을 두고 한전과 발전사들
이 여러 차례 갈등 양상을 보인 것
과 관련, 정부는 한전 중심의 컨소
시엄을 이뤄 사업수주를 담당하
고, 발전사는 운영과 정비(O&M)
를 맡는 식의 기능조정이 필요하
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
졌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는 발
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된 이후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진
출의 필요성이 커졌고, 발전소 건
설과 운영에 관한 경험이 한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산업부 국정감사에
서 노영민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은“한전과 발전
회사의 해외사업 중복진출이 문제
라면,‘전력공기업 해외사업 협의
회’같은 조직을 만들어 조정하면
된다”며“특히, 해외발전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장기투자 능력, 국내외 사업 네트
워크와 건설·운영 경험 등이 필
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

전이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고 주장하면
서 기능조정 논의가 다시 원점으
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전 위주로
해외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일부 발전회사의 경우 예전
부터 해외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아직도 해외발전사업 추진을 강력
히 희망하고 있지만, 상당수 발전
사는 최근 들어 부채감축 문제로
해외사업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오
히려 한전 위주로의 해외사업 추진
을 반기는 모양새다.
더욱이 국정감사 이후 야당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외사업
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할 태세여서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자체가 위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우 어렵
다”며“한전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
엄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발전
사들은 투자비는 적게 들면서 안정
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발전소 운영
과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
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azar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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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원자력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한수원은 17일 양재동‘The-K 호
텔’
에서‘원자력 기자재산업 활성화 컨
퍼런스’
를 열고 국내 원자력 기자재산
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
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8면
그동안 원전 기자재 납품비리와 시
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
서 침체될 대로 침체된 원자력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3년 356개였던 한
수원 등록 유자격업체가 2014년엔 205
개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납품비리
와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제재 ▲유자격 유지비용 증가와 심
리적 부담감에 따른 자발적 이탈 ▲자
격갱신 관리미흡에 따른 자격상실 등
을 원인으로 꼽고, 이를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품목 특성별 맞춤형 구매제도를 시행,
공급업체의 적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
약을 추진하고, 계약금액 20억 미만인
품목은 유사 패키지 통합으로 단위발
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복적
저가낙찰 품목의 경우, 예가 상향 또
는 최저낙찰률 보장제를 도입해 업체

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비리사례와 구매₩품질 프로세스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
최하고, 공급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 위한 전문 상담원 제도를 시행해
업체들이 원전비리와 검찰수사 등에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한다는 계
획을 밝혔다.
유자격업체 풀 관리를 위한 한수원
의 자체 노력방안도 소개했다.
업체의 자격만료 도래 시 만료 3개월
전부터 한 달 단위로‘알림서비스’
를

시행하고, 한수원 전담 도우미를 지정
해 등록절차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자격 갱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
고, 원전산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사
명감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과 청렴도
가 높은‘착한 공급자’
를 선정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한수원은 공급업체와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 빈도를 늘리고 기술인력 양
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수의
계약₩단종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해외
공급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자재 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우수 공급업체와 기술
제휴를 지원하며, 해외 원전 발주사와
공급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
안도 마련 중이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비리사건으로 위축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외 원자력산업 전망을 공
유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며“한수원은 앞으로도 기
자재 업체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해, 주춤했던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진주 기자<jjlee@>

원전 기자재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 연이은 악재로 원전 기자재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한수원은 17일‘원자력 기자재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앞줄 왼쪽 아홉 번째)과 조석 한수
원 사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 등 원자력 및 에너지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기계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우
수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자리
가 마련된다.
본지는 21일 서울 강서구 전기공사
협회 대강당에서‘전기산업계 산업재
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산재예방에 기여한 기업들
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는 전기산업
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은 전기계 기업 중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전기계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소
중함을 알려 안전보건의식을 확산하
기 위해 추진됐다.
시상식 당일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기업이 발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두산전력‘안전한 일
터, 함께 성장하는 일등기업’▲석원
산업 한울사업소‘고객도, 근로자도
만족하는 안전사업소’▲한국동서발
전 일산열병합발전처‘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
본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우수달
성 및 주간 안전·재난 소식지 발행’
▲한전KPS 영흥사업소‘위험성평가
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 추구’▲GS칼
텍스 부산물류센터‘전기안전의식 고
취 및 개선활동’등에 대한 주제발표
가 진행된다. 6개 기업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사와 최우수상 2개사, 우
수상 3개사를 선정한다.
류재선 본지 사장은“이번 사례발표
회가 전기산업계의 영원한 숙제인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kube@>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시공통보중지 180일서 90일 등 제재기준 완화
한전 배전단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발생할 경우 해당 협력회사가 받게되는 시공통보중지
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또 시공품질 우수
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안전지도서를 받더라도 최초 1
회에 한해 제재가 감면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4일‘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100

개정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이전까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발생할 경우 해당 협력회사
에 180일의 시공통보중지를 내리던 제재기준이 90일로 대
폭 완화됐다. 아울러 시공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업
체는 안전지도서를 발부받더라도 최초 1회(시공통보중지 3
일)에 한해 시공통보중지 처분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배전 협력회사들에 대한 제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실

하게 일하는 기업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
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초
총 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의 고압 및 특고압 공사에만 지
급해 온 안전관리비 지급 대상을 저압 공사에까지 확대키
로 했다.
설비고장이나 긴급안전조치 등 긴급공사로 한정했던 선
착공 작업의 범위도 선로순시 등에 의한 불량설비 보수공
사(전주 1개소 단위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까지 넓혀 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방
침이다.
배전 협력회사들이 갖춰야 하는 각종 장비들의 구분 조
정도 이뤄진 것도 눈에 띈다.
한전은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 장비확보 기준에서 안전

전력그룹사,
해외자동화,
사업 기능조정
일단락 로
무인화,
표준화

새터에서

(미음일반산업단지)

장구류에 속해 있던 절연스틱 품목을 기능 중복을 이유로
실사에서 제외했다.
제재기간 중 시공통보 방법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지 한
전은 고압, 지중, 저압 협력회사의 수가 각 1곳인 사업소에
서 시공통보를 하는 경우 연접사업소의 동일공종 협력회사
중 누계금액이 가장 적은 업체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바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지중 공사는 사업소 관내 고압협력
회사 중 누계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명
시됐다. 단, 고압과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사항은 2015년도 배전 단가공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들이 일부 개
정사항을 숙지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ojh@>

더욱 낮은가격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한전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 발전사는 운영·정비 위주로
부채문제·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해외사업 축소 우려 2014. 11. 20
10 일 수배전반 설계에서 제작까지
옥외판넬 단열재 적용 제작
앞으로 해외발전사업 수주는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회사는 운영과 정비 사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7 일 일체형(패키지 PANEL)
FRP 지붕으로 TR 온도 -10℃ 감소 효과
무인화 설비
전력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발전사업을
두고 한전과 발전사들이 특허
여러
차례 갈등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정부
(옥내,옥외) / 저압반((옥내,옥외)
5 일 VCB반
는 한전 중심의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수주를 담당하고, 발전사는 운영과 정비(O&M)를 맡는 식의 기능조정이 필
3 일 분전반 발주에서 출고까지 단1면도 제작
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로 넘기는 방안
1 일 소방판넬(표준 25마력기준)
[태양광 1MVA(1000kW) 발전, 연면적 26,671m ]
[당사표준 설계준함]

[당사표준 설계준함]

[당사표준 설계준함]

[당사표준 설계준함]

[당사표준 설계준함]

2

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는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커
NC/레이져 무인화, 자동화
졌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관한도장(인산염
경험이 한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때문이었다.
피막)설비
자동판단
라인
518m 국내 최대 길이

쌍용전력(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2로 50(구랑동) 관리부 TEL : 051)831-9195~6
기술영업부 TEL : 051)831-9140~7
FAX : 051)831-9149
FAX : 051)831-9148
견적의뢰:ssang16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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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법인 설립 당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한전기신문사’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대한전기신보와 전기기술 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전기 및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
고 전기인을 계도함으로써 국가 전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영위한다.
① 대한전기신보의 발행
② 전문도서 및 잡지발행
③ 전기기술 발전에 관련된 사업
④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4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사, 지국 또는 보급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발행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 한다.

제2장

주식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8조(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만900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명의 개서)
이 회사의 주식 양도 및 주권의 명의 개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① 주식의 양도는 전기관련 단체 및 법인과 개인은 회사 대표자에 한하며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
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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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권의 명의 개서는 주식의 양도,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과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절차를 필한 다음 주권 배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 회사에 대응하지 못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주권의 오손 등에 의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증빙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 개서 및 이전등록 또는 오염 훼손 등에 의하여 신주권을 교부한 때, 또
는 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① 이 회사의 주주와 그 법정 대리인은 이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
야 하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이 회사는 매 결산 기말일의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총회소집을 공고한 익일부터 총회 완료일까지 또한 같다.
③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매 결산 기말
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한 후 2월을 넘기지 않는 기간 중에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임시주주총회)
①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주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의결한 때
㉰ 주식 총 수의 5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2주일 전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서면으로 주주에게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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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 중 예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④ 기타 법과 정관에 의하여 그 근거에 속하는 사람

제19조(의결권)
① 주주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장의 선출은 2차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 순위의 2인을 결선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이사회의 이사는 11인 이내,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비주주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의 선임)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23조(감사의 선임)
이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 수의 100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보궐 또
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암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제25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6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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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정한다.
①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⑤ 일반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⑥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⑦ 자본금의 증액
⑧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30조(회의록)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주주 중 총회가 선출한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6장

결산
제31조(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엽연도는 매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한다.
제32조(손익 계산과 처분)
이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 결산기에 당기 총수익금으로부터 총 손익을 제외한 잔액을 손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아래 각호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정 이익준비금
② 자본준비금
③ 별도적립금
④ 납세준비금
⑤ 임원준비금
⑥ 주주배당금
⑦ 후기이월금

468

50 Years History of The Electric Times 1964~2014

제33조(주주 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배당금은 지급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지급의 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제2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결산 기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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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6. 2. 25

개정

2000. 6. 23 (조문정리)

개정

1997. 3. 20 (전문개정)

개정

2002. 3. 20 (조문정리)

개 정 1998. 3. 25 (조문정리)

개정

2010. 3. 23 (조문정리)

1999. 3. 5 (조문정리)

개정

2012. 6. 11 (조문정리)

개정

2014. 7. 15 (조문정리)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 주식회사 한국전기신문사, 한문으로는 株式會社 韓國電氣新聞社,
영문으로는 THE KOREA ELECTRIC TIMES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전기신문”의 발행과 전기 관계 도서 및 잡지 등의 발간을 통한 전기 언론의 발전을 기하고, 전기
과학 학술의 진흥과 전기 문화의 창달을 꾀하며, 전기 산업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기신문의 발행
2. 전기 관계 도서 및 잡지 발간
3. 전기 관계 학문과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4. 전기 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기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6.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투자 또는 출연
7.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 부대 사업

제4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방에 지사, 지국
또는 보급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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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주의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0,000으로 한다.
제8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900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②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신주를 발행, 배정할수 있다.
④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행가액은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한다.
제12조(신주발행)
이 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3조(주식의 양도)
이 회사의 주식 양도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1. 주식의 양도는 전기 관련 단체 및 법인과 개인은 회사 대표자에 한한다.
2.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 날인이 있는 양도 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제14조(주권의 명의 개서)
① 이 회사의 모든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주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명의 개서를 청구할 때는 회사 소정의 청구양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다
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증권
2. 양도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증권과 양도증서
3. 합병등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증권과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응하지못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훼손, 손상, 멸실 및 분실이나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주권을 새로 발행 받기를 원하는 자는
회사가 규정한 양식의 신청서를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이 멸실, 분실된 경우 또는 주권의 훼손 및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주권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
우에 주권의 재발행을 회사에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에서 규정한 양식의 신청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
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조에 의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신청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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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주의 성명, 주소, 인감 등에 관한 신고)
① 주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 회사에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인감에 갈음하여
서명 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주주나 그의 대리인은 회사에 서명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인감의 신고에 대신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주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즉시 이 회사에 그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주주명부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이 회사는 매회계년도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그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일자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일자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99. 3. 5 개정)
③ 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이 호선한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99. 3. 5 개정)
④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에 소집한다.
⑤ 임시주주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99. 3. 5 개정)
2. 이사회의 결의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서면 요구시
4.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
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1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
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99. 3. 5 개정)
②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순으로 총회의 의장이 된다.(99. 3. 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에서 호선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99. 3. 5
신설)

제21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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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변경
2.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임 및 해임
4. 자본금의 감소
5.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2012. 6.11 개정)
6.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99. 3. 5 개정)

제22조(의결권 및 대리행사)
① 주주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주권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주주총회 의결의 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② 회장, 사장, 부사장 및 이사, 감사의 해임은 출석주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한다.(99. 3. 5 개정)
③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1차 투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 순위 2인을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결선투표결과 동수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99. 3. 5 개정)

 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 후 본사에 비치, 보관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ㆍ이사회ㆍ감사
제26조(임원의 수)
① 이 회사의 임원으로 회장,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6인 이내의 이사(당연직 이사 1인 포함)와 2인 이
내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이사는 전기 공사공제조합 이사장으로 한다.(2014. 7. 15 개정)
② 임원은 비주주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99. 3. 5 개정)
② 회장, 사장, 부사장, 비상근이사는 발행 주식 총 수의 과반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과
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99. 3.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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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주주 중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 및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의 임기는 1년
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12. 6.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를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2. 6.11 개정)
③ 결원·보결·증원에 의하여 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상근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적용하지 않고 선임일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2012. 6.11 개정)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회장이 출장 등 장기간 부재시에는 사장, 부사장 순으로 직
무를 대행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2002. 3.20 개정)
② 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관장한다.(99. 3.5 신설)
③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관장한다.(99. 3. 5 개정)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이사회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각각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의 결과 총회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때에는 당초 의결은 확정된다.

제29조 1(보수 및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99. 3. 5 개정)
2.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99. 3. 5 개정)
⑤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순으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99. 3. 5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에서 호선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99. 3. 5
신설)

474

50 Years History of The Electric Times 1964~2014

제33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 통합에 관한 사항
2.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3.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 받은 사항
5. 일반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6. 자본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7.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업무 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9.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99. 3. 5 개정)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5장

결산
제35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6조(손익계산과 처분)
이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에 당기총수익금으로부터 총손익을 제외한 잔액을 손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아래 각호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법정이익준비금
2. 자본준비금
3. 별도적립금
4. 납세준비금
5. 임원상여금
6. 주주배당금
7. 후기이월금

제37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배당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지급의 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3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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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한 때
2.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정관의 변경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 또는 상법 기타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세부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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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료(지대) 변동 추이

가격
일자
1964. 5. 18
1966

비고

1부

월정액

10

40

대판 4면 발행

8면 39
12면 40

1967. 1. 5

80
80

1966. 9. 15 ~1997. 10. 18 휴간

1968. 2. 1

80

1969. 2. 1

40

100

1970. 4. 1

60

150

1972. 6. 2

60

200

1974. 3. 1

80

300

1975. 3. 1

100

400

1977. 3. 1

120

500

1978. 3. 1

170

650

1979. 3. 1

210

840

1980. 4. 1

280

1,090

1981. 4. 1

300

1,200

1982. 4. 1

400

1,600

1985. 4. 1

500

2,000

1986. 9. 1

550

2,200

1990. 4. 1

550

2,200

1991. 4. 1

800

3,000

1992. 4.

900

3,600

1995. 1. 1

1,000

4,000

1997. 1. 1

1,200

4,500

연 54,000

2000. 1. 1

1,300

5,000

연 60,000

2001. 1. 1

1,500

6,000

연 70,000

2011. 8. 1

1,400

7,000

연 84,000

2014. 1. 1

1,400

7,000

연 84,000(주 2회 발행)

타블로이드판 8면 및 12면 발행

타블로이드판 12면 발행

구독료 선납제 실시

11월 5일부터 대판 8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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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한국전기신문사 회장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장철호

류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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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신문사 부사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전기신문사 이사

송재철

오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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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임원

●
이 사 장덕근

●●
●

이 사 문재학

●●

●
이 사 홍창도

●●
이 사 이강호

●

●●

●
이 사 박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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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조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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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최종만

●●
이 사 유병국

●

●●

●
이 사 이광희

●●
●

●●

이 사 장태규

●
이 사 김종선

●●
이 사 박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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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유영선

●●
이 사 김한규

●

●●

●
이 사 백중철

●●
이 사 정기주

●

●●

●
이 사 이화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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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이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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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김무영

●●
●

이 사 최인규

●●

●
이 사 문제민

●●
●

●●

이 사 김기웅

●
감 사 이해인

●●
감 사 최대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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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발행인

독립법인 이전

●
●

초대 이가영

●
2•3대 김옥윤

●●
●

4~6대 기상도

●●

●
7•8,10~12대 심상우

●●
9대 백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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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mes
Electric 50
Times
Years
1964~2014
History

독립법인 이후

●
●

초대 심상우

●
2대 이창근

●●
●

3대 김영신

●●

●
4•6대 박운희

●●
●

●●

5대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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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발행인

독립법인 이후

●
7대 김용수

●●
●

●●

8•9대 주창현

●
10대 최길순

●●
●

●●

11•12대 이경춘

●
13대 박영근

●●
14대 류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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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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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mes
Electric 50
Times
Years
1964~2014
History

●●● 역대 발행인 재임기간

1964

1974

1984

1994

2004

2014

이가영ㅣ1964.5. 7~1965.4.17
김옥윤ㅣ1965.4.17~1966.1.31
김옥윤ㅣ1966.1.31~1968.3.31
기상도ㅣ1968.3.31~1970.3.30
기상도ㅣ1970.3.30~1972.4.26
기상도ㅣ1972.4.26~1974.5.16
심상우ㅣ1974.5.16~1976.4.20
심상우ㅣ1976.4.20~1978.8.10
백낙승ㅣ1978.8.10~1980.4.22
심상우ㅣ1980.4.22~1981.2.23
심상우ㅣ1981.2.23~1984.2.24
심상우ㅣ1984.2.24~1986.3.12
심상우ㅣ1986.3.12~1987.5.20
이창근ㅣ1987.5.20~1990.6.29
김영신ㅣ1990.6.29~1993.3.23
박운희ㅣ1993.3.23~1996.3.27
이영우ㅣ1996.3.27~1997.9. 2
박운희ㅣ1997.9. 2~1999.3. 5
김용수ㅣ1999.3. 5~2003.2.22
최길순ㅣ2005.3. 3~2008.3.16
이경춘ㅣ2008.3.17~2013.6.
박영근ㅣ2013.6.11~2014.3.25
류재선ㅣ2014.3.2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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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 1 - 87. 3. 31

87. 4. 1 - 88. 3. 31

88. 4. 1 - 89. 3. 31

89. 4. 1 - 90. 3. 31

1986. 3. 12 등기

1987. 5. 20 등기

1988. 5. 27 등기

1989. 6. 7 등기

대표이사

심상우

대표이사

이창근

<이  사   보   강>

대표이사

이창근

이      사

정호현

이      사

김광익

※ 88. 6.10

전무이사

백   호

이      사

공영수

이      사

최종윤

전무이사

백   호

이      사

이영우

이      사

안성도

이      사

박영서

이      사

김화회

이      사

이성재

이      사

장세희

이      사

이성재

이      사

정호덕

이      사

박영서

감      사

신금재

이      사

최현수

이      사

송희창

이      사

정호덕

전무이사

김영익

이      사

이영우

이      사

김   용

이      사

송희창

감      사

유경열

감      사

박원석

이      사

최종윤

감      사

이경서

감      사

유경열

이      사

김   용

전무이사

엄정흠

이      사

최병소

감      사

박원석

감      사

유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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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 1 - 91. 3. 31

91. 4. 1 - 92. 3. 31

92. 4. 1 - 93. 3. 31

93. 4. 1 - 94. 3. 31

1990. 6. 29 등기

유임

1992. 7. 23 등기

1993. 5. 8 등기

대표이사

김영신

대표이사

김영신

대표이사

김영신

대표이사

박운희

이      사

이영우

이      사

이영우

관리이사

박상권

관리이사

박상권

이      사

김   용

이      사

김   용

이      사

이영우

이      사

이영우

이      사

이경서

이      사

이경서

이      사

이경서

이      사

윤행근

이      사

김유식

이      사

김유식

이      사

김유식

이      사

박찬길

이      사

도점용

이      사

도점용

이      사

도점용

이      사

최규해

이      사

엄태유

이      사

엄태유

이      사

고영진

이      사

심용준

이      사

고영진

이      사

고영진

이      사

김경태

이      사

김선기

이      사

이한익

이      사

이한익

이      사

한용우

이      사

한연섭

이      사

신한익

이      사

신한익

이      사

박운희

이      사

김복동

이      사

박근수

이      사

박근수

감      사

조병준

이      사

문규칠

이      사

홍영국

이      사

홍영국

감      사

정재권

이      사

김복귀

이      사

이춘기

이      사

이춘기

이      사

남병주

감      사

조병준

감      사

조병준

이      사

장광수

감      사

정재권

감      사

정재권

감      사

최규철

관리이사

박상권

관리이사

박상권

감      사

도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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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 1 - 94.12. 31

95. 1. 1 - 96. 3. 27

96. 3. 27 - 97. 9.

97. 9. - 98. 2.

1994. 6. 1 등기

1995. 6. 1 등기

1996. 4. 13 등기

1997. 9. 5 등기

대표이사

박운희

대표이사

박운희

대표이사

이영우

대표이사

박운희

전무이사

한진호

전무이사

한진호

전무이사

한진호

전무이사

한진호

이      사

이영우

이      사

이영우

이      사

윤행근

이      사

윤행근

이      사

윤행근

이      사

윤행근

이      사

최규해

이      사

최규해

이      사

박찬길

이      사

박찬길

이      사

심용준

이      사

심용준

이      사

최규해

이      사

최규해

이      사

김선기

이      사

김선기

이      사

심용준

이      사

심용준

이      사

김복동

이      사

김복동

이      사

김선기

이      사

김선기

이      사

문규칠

이      사

문규칠

이      사

한연섭

이      사

한연섭

이      사

김복귀

이      사

김복귀

이      사

김복동

이      사

김복동

이      사

장광수

이      사   장광수

이      사

문규칠

이      사

문규칠

이      사

신호선

이      사   신호선

이      사

김복귀

이      사

김복귀

이      사

오영봉

이      사   오영봉

이      사

남병주

이      사

남병주

이      사

정이조

이      사   정이조

이      사

장광수

이      사

장광수

이      사

김용수

이      사   김용수

감      사

최규철

감      사

최규철

감      사

박헌달

감      사   박헌달

감      사

박헌달

감      사

박헌달

감      사

박동천

감      사   박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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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 1 - 98. 10. 12

98. 10. 13 - 99. 3. 4

99. 3. 5 - 99. 12. 31

1998. 2. 27 등기

1998. 10. 26 등기

1999. 3. 18 등기

2000. 1. 1 - 00. 12. 31

대표이사

박운희

대표이사

김창준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전무이사

한진호

전무이사

한진호

대표이사사장

김용수

대표이사사장

김용수

이      사

윤행근

이      사

문규칠

전무이사

김기경

전무이사   김기경

이      사

최규해

이      사

신호선

이      사

신호선

이      사   신호선

이      사

심용준

이      사

오영봉

이      사   오영봉

이      사   오영봉

이      사

김선기

이      사

정이조

이      사   정이조

이      사   정이조

이      사

김복동

이      사

임복순

이      사   김동규

이      사   임복순

이      사

문규칠

이      사

박석춘

이      사   임복순

이      사   박석춘

이      사

김복귀

이      사

김일균

이      사   박석춘

이      사   장삼석

이      사

장광수

이      사

장삼석

이      사   장삼석

이      사   장진동

이      사

신호선

이      사

장진동

이      사   장진동

이      사   오영수

이      사

오영봉

이      사

오영수

이      사   오영수

이      사   우종율

이      사

정이조

이      사

최석규

이      사   우종율

이      사   하현오

이      사

김용수

이      사

전호철

이      사   하현오

이      사   이경춘

감      사

박동천

감      사

박수남

이      사   이경춘

이      사   김학형

이      사   김학형

감      사   박수남

감      사   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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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1 - 02. 3. 19

02. 3. 20 - 03. 2. 21

03. 2. 22 - 04. 3. 22

04. 3. 23 - 05. 3. 2

2001. 3. 28 정기총회

2002. 3. 20 정기총회

2003. 2. 22 정기총회

2004. 3. 23 정기총회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대표이사회장   김창준

대표이사사장   김용수

대표이사사장   김용수

대표이사사장   주창현

대표이사사장   주창현

전무이사   김기경

부 사 장   최상태

부 사 장   최상태

부 사 장   최상태

이      사   신호선

이      사   오영수

이      사   오영수

이      사   오영수

이      사   오영봉

이      사   하현오

이      사   하현오

이      사   하현오

이      사   정이조

이      사   김학형

이      사   김학형

이      사   김학형

이      사   임복순

이      사   김주완

이      사   김주완

이      사   김주완

이      사   박석춘

이      사   김홍삼

이      사   김홍삼

이      사   신병우

이      사   장삼석

이      사   김동현

이      사   신병우

이      사   윤병유

이      사   장진동

이      사   신병우

이      사   윤병유

이      사   박해완

이      사   오영수

이      사   윤병유

이      사   박해완

이      사   류민석

이      사   우종율

이      사   박해완

이      사   류민석

이      사   김태봉

이      사   하현오

이      사   류민석

이      사   김태봉

이      사   이정휘

이      사   이경춘

이      사   김태봉

이      사   이정휘

이      사   염태대

이      사   김학형

이      사   이정휘

이      사   염태대

이      사   강재유

이      사   김주완

이      사   염태대

이      사   강재유

이      사   인태화

이      사   김홍삼

이      사   강재유

이      사   인태화

이      사   조광섭

감      사   박수남

이      사   인태화

이      사   조광섭

이      사   임영춘

감      사   권순광

이      사   임영춘

감      사   권순광

감      사   권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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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 3 - 06. 3. 8

06. 3. 9 - 07. 3. 5

07. 3. 6 - 08. 3. 16

08. 3. 17 - 09. 3. 9

2005. 3. 3 정기총회

2006. 3. 9 정기총회

2007. 3. 6 정기총회

2008. 3. 17 정기총회

대표이사회장

주창현

대표이사회장   주창현

대표이사회장   주창현

대표이사회장

남병주

대표이사사장

최길순

대표이사사장   최길순

대표이사사장   최길순

대표이사사장

이경춘

부 사 장   최상태

부 사 장   최상태

부 사 장   최상태

부 사 장

이정욱

감      사   권순광

감      사   권순광

감      사   권순광

감      사

임용대

이      사   인태화

이      사   인태화

이      사   인태화

감      사

이태규

이      사   주몽식

이      사   주몽식

이      사   주몽식

이      사

조경상

이      사   정남기

이      사   정남기

이      사   정남기

이      사

임명환

이      사   지원기

이      사   지원기

이      사   지원기

이      사

김종두

이      사   이인식

이      사   부평국

이      사   부평국

이      사

임영춘

이      사   부평국

이      사   최남순

이      사   최남순

이      사

고재락

이      사   최남순

이       사   류제국

이      사   류제국

이      사

강창열

이      사   류제국

이      사   신한운

이      사   신한운

이      사

노행조

이      사   신한운

이      사   양시훈

이      사   양시훈

이      사

김갑상

이      사   양시훈

이      사   양우석

이      사   양우석

이      사

장세진

이      사   양우석

이      사   여운창

이      사   여운창

이      사

고기배

이      사   여운창

이      사   강상욱

이      사   강상욱

이      사

김종철

이      사   강상욱

이      사   박선문

이      사   박선문

이      사

이해진

이      사   박선문

이      사   이형주

이      사   이형주

이      사

김   신

이      사   이형주

이      사   채규암

이      사   채규암

이      사

배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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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 10 - 10. 3. 22

10. 3. 23 - 12. 2. 28

12. 2. 29 - 14. 3. 25

2009. 3. 10 정기총회

2010. 3. 23 정기총회

2012. 2. 29 정기총회

대표이사회장

남병주

대표이사회장

최길순

대표이사회장

최길순

대표이사사장

이경춘

대표이사사장

이경춘

대표이사사장

이경춘

부 사 장

이정욱

부 사 장

박종확

감      사

임용대

감      사

임용대

대표이사사장 박영근
(6월 임시주총)

감      사

이태규

감      사

이태규

부 사 장

박종확

이      사

조경상

이      사

조경상

감      사

이태규

이      사

임명환

이      사

임명환

감      사

민병삼

이      사

김종두

이      사

김종두

이      사

김종철

이      사

임영춘

이      사

임영춘

이      사

허제원

이      사

고재락

이      사

고재락

이      사

조상욱

이      사

강창열

이      사

강창열

이      사

유경수

이      사

노행조

이      사

노행조

이      사

임생규

이      사

김갑상

이      사

김갑상

이      사

이석환

이      사

장세진

이      사

장세진

이      사

신문탁

이      사

고기배

이      사

고기배

이      사

김병종

이      사

김종철

이      사

김종철

이      사

김영선

이      사

이해진

이      사

이해진

이      사

조재환

이      사

김   신

이      사

김   신

이      사

이진호

이      사

배경철

이      사

배경철

이      사

문병호

이      사

민병삼

이      사

민병삼

이      사

양관식

이      사

허제원

이      사

허제원

이      사

오정진

이      사

박규상

이      사

박규상

이      사

김동귀

이      사

오두석

이      사

김려옥

이      사

송무상

이      사

성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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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NO

주주명

주식수

1

한국전기공사협회

98,673주

2

전기공사공제조합

45,000주

3

대한전기협회

30,000주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5,764주

5

한국전기산업진흥회

5,000주

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000주

7

개인주주 31명

3,078주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개인주주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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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1회 1997
대상(개인)
한국화약그룹

고문

성낙정

전기문화창달상
국회통상산업위원장 표창

(합)장흥전업

대표사원

사영정

(주)계림

대표이사

김세룡

유한전기(주)

대표이사

최해춘

신광전기건설공사

대표

도점용

(합)협전사

대표사원

김형배

우진건설공사

대표

이강종

명신전기관리(주)

대표이사

조명섭

전기문화상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표사원

박기태

성창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권영달

양진전기(주)

대표이사

전호선

제석전기

대표이사

김용수

대진전설(주)

대표이사

이영봉

신영전기설비공사

대표

최규동

화신전기공사

대표

이경호

(합)서전사

대표사원

백남길

서원전기

대표

김현모

(합)중앙전업사

대표사원

이 훤

(주)인 남

대표이사

이장헌

신성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정백우

(합)삼양전업사

대표사원

박영배

안성전기

대표

오동석

(주)창전

대표이사

원동민

노동부장관 표창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표창
전국전력노조(남부)

지부위원장

최준상

(주)신영전설

대표이사

이동연

한국전력

정보통신본부장 김정부

보성전업사

대표

장맹수

창성전력(주)

대표이사

고달성

한국통신

네트웍본부장

이상복

제일안전공사

기획실장

최병도

천우전기(주)

대표이사

허 헌

신흥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장석하

대한전기안전기술단

대표

김성태

서광전기(주)

대표이사

이정익

서울전기안전관리(주)		

김선복

팔팔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이태림

(주)웅광전기안전관리

김병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

대표이사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현성전공사

대표

양승관

(주)유성기업사

대표이사

오영봉

신일전척(주)

대표이사

장영옥

세익전기(주)

대표이사

박만희

(주)서흥전기

대표이사

부평국

(주)대일전력

대표이사

심봉석

현진조명(주)

대표이사

김기영

(주)삼삼전기

대표이사

조성붕

한국전력강남지점

배전보수과장

신홍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표창
한진건설(주)

이사

김명선

(주)극동전기

대표이사

김수덕

진한전설(주)

대표이사

최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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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표창
극동전선공업(주)

대표이사

최병철

기인시스템(주)

대표이사

이기원

(주)한강기전

대표이사

유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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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1999
대상(개인)
한국에너지연구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회장

최동규

국회산업자원위원장 표창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조일전기(주)

대표이사

유창구

신진기업(주)

대표이사

김 용

경일전력공사

대표

추부호

우리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종필

(주)동해전기공업사

대표이사

최규해

(주)청한건업

대표이사

김종교

제일전기(주)

대표이사

송재규

동양전업(주)

대표이사

김선기

(주)동해

대표이사

고영규

(합)신도전기

대표사원

정금복

천일전기(주)

대표이사

신한익

대진전설(주)

대표이사

김정웅

(주)태화계전

대표이사

유윤모

은산전기공업사

대표

오흥원

현진조명(주)

대표이사

김기영

금아전기

대표

김종열

(주)유림

대표이사

윤영선

광표전기공업(주)

대표이사

김호철

(합)영전사

대표사원

이경훈

우진건설공사

대표

이강종

성원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이경호

남광통신

대표

최석규

(주)경안전선

대표이사

김명일

중앙전력공사

대표

전호철

(주)서일기전

대표이사

이영호

(주)대한전설

대표이사

양태백

(주)백제전기

대표이사

손흥도

서해전설

대표

허승용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표창
신원통신공업(주)

대표이사

김진열

(주)한국전자정보시스템

대표이사

김흥주

주광전기정보통신(합)

대표사원

이형술

창흥통신(주)

대표이사

이갑열

현대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최상옥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합)부광전업사

대표사원

김상길

영창전기건설공사

대표

현 청

동양중전제작공사

대표

김기호

김형명

승일전기건설공사

대표

홍태선

(주)대일이엔씨기술사무소 대표이사

정해종

유상전기공사

대표

유경수

동아전력건설공사

대표

홍의식

보령전설

대표

주종호

(주)카이텍

대표이사

이종포

고려전기(주)

대표이사

신창기

국제전공(주)

대표이사

조양래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과학기술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부교수

창일전기공사

대표

김 청

동일전력(주)

대표이사

박희홍

(합)대동기업

대표사원

조영수

대일전기(주)

대표이사

강기철

(주)광신전기

대표이사

이정휘

(주)파워통전

대표이사

정춘화

(주)옥산

대표이사

김영철

중부전기공사

대표

조중건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주)이동전업

대표이사

박상철

한국전력 오산지점

배전부장

송겸호

태양전기공사

대표

이은영

한국전력 서대구지점

배전운영부장

최일호

태안전업사

대표

이안태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

점검부장

최종철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전기부장

김성길

전기안전공사

홍보부장

고상곤

(주)서보전설

대표이사

이덕록

(주)이근기전

대표이사

이형근

수도전기(주)

대표이사

이인식

유천전기(주)

대표이사

정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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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3회 2000
대상(단체)

노동부장관 표창
(전력안전분야)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전력산업발전분야)

삼강전기(주)

대표이사

정배근

동운전기건설공사

대표

신창식

전기공사협회충남지회

사무국장

오평근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소장

이용희

전기안전공사

홍보과장

남상윤

(주)안전사

대표이사

안명순

금광산전(주)

대표이사

신용식

(주)한양전력

대표이사

배원섭

정한전력(주)

대표이사

손정우

봉신전기

대표

봉종필

한국전력 강동지점

과장

신홍은

일진건설(주)

대표이사

권문택

나경전력(주)

대표이사

윤병유

제일전업(합)

대표사원

차주봉

(주)신영전설

대표이사

이동연

(합)광명전업사

대표사원

박해완

성광전기

대표

김철호

동하전기(주)

대표이사

윤종사

동광기업(주)

대표이사

최성수

한남전기

대표

김태경

(주)서광

대표이사

조경상

한국전력 호남발전처

전기과장

윤창석

성심전력

대표

조강준

대성기업(주)

대표이사

권정호

(유)거산전력공사

대표이사

최규환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원자력 및 과학기술발전분야)
(합)대광전기

대표사원

하성환

(주)성우계전

대표이사

김성열

(주)유한전기

대표이사

이행용

한국전기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창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언론홍보팀장

김종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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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표창
(건설전기분야)

중소기업청장 표창
(중소기업발전분야)
(주)영성전기통신

대표이사

이상봉

(주)한백

대표이사

윤 흡

(주)조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영석

금산텔레콤

대표이사

김흥삼

(주)태화전공

대표이사

손석기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대경전설

대표

이충세

(주)남선전기

대표이사

심재길

(합)명신건설

대표사원

손형호

태양전기공사

대표

은훈수

(주)동명전력

대표이사

임영춘

(주)대성

대표이사

유규준

(주)신원전기

대표이사

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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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2001
대상(개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총장

최홍건

대통령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주)동해

대표이사

고영규

대원전기(주)

대표이사

권용학

한국전력기술(주)

수석기술원

윤명열

(사)원자력을

(주)남영전력

대표이사

김형배

이해하는 여성모임

총재

신영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역협력팀장

경승호

대하전설공사

대표

홍길수

한국전기연구원

그룹장

명성호

(주)세일

대표이사

장정근

금오전력(주)

대표이사

최길순

세광전력(주)

대표이사

이종협

두로산전(주)

대표이사

이윤재

광진전기공사

대표

강종철

(주)유성

대표이사

김수문

노동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주)덕우종합전기건설

대표이사

박성남

한국전력

대구지사

조중구

삼진전설

대표이사

김성관

대원전기공사

대표

손병호

(합)명성전기

대표사원

김휘중

동성전력

대표

이형수

삼신기업(주)

대표이사

오화년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유신전기

대표

김종수

세창전설(주)

대표이사

감영기

LG건설(주)

상무

김호진

유림전업(주)

대표이사

설진근

동일전기(주)

대표이사

김종백

(주)명진전기

대표이사

신병우

(주)신호

대표이사

공영구

성원전기공사

대표

김영운

대륙전기(주)

대표이사

황선환

(주)대전사

대표이사

김용기

한국전력 경기지사

배전운영부장

우현종

유창전기건설공사

대표

오경호

삼양전력(주)

대표이사

김영주

화림전기(주)

대표이사

박만호

(주)대륙

대표이사

김덕현

(합)대동기업

대표사원

조영수

(주)세광전기

대표이사

유영국

한국전력

중부산지점부장 박차수

산일전기(주)

대표이사

박동석

진성전기사

대표

김경수

두영전자(주)

대표이사

김근범

(합)원광전력

대표사원

전연수

영전산업(주)

대표이사

김영석

(합)형제종합건설

대표사원

박선문

서울특별시청

주사

서대훈

중소기업청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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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5회 2002
대상(단체)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포장
(합)진양개발

대표사원

정인효

대통령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주)동영이엘

대표이사

이정기

영광원자력 본부

본부장

민석관

진화전기(주)

대표이사

문규칠

용선전기(주)

대표이사

최성재

(주)종합시스템

대표이사

이일기

한국전력기술(주)

처장

박종대

(주)청한전기

대표이사

채규암

(주)용주

대표이사

박노수

우신전기산업(주)

대표이사

조윤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대영

남해전기

대표

박규진

노동부장관 표창

(주)서보

대표이사

이덕록

(합)고려공업기업사

대표사원

차대윤

LG전선(주)

상무

황순철

(주)태화계전

대표이사

유윤모

한전기공(주)

분당사업소장

김상열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과장

김종선

(주)삼영테크노

상무

장응범

국무총리 표창
(주)성일기전

대표이사

김광원

(주)태양전업공사

대표이사

김학형

한미전척(주)

대표이사

윤지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합)부광전업사

대표사원

김상길

현대건설(주)

전무이사

조원일

두산건설(주)

상무이사

김중영

(주)상모건설

대표이사

최남순

(주)진흥전력공사

대표이사

최석인

남성전업사

대표

남택성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장삼석

(주)상영전기

대표이사

임승섭

범우전기

대표

최춘범

덕천전기공사

대표

백상진

한국전력 대구지사

과장

권한교

(주)광명통신

대표이사

염채화

(주)엔케이전력

대표이사

백남승

진명전기설비(주)

대표이사

박창호

제일전기(주)

대표이사

이재화

정광전기산업(주)

대표이사

이석현

대진전설(주)

대표이사

유해성

중앙전기건설공사

대표

이영정

한국전력 경기지사

과장

이중관

월드합성산업(주)

대표이사

조추희

(주)금강전력

대표이사

류재선

제룡산업(주)

대표이사

박종태

(주)광덕전력

대표이사

이복희

(주)태화전공

대표이사

손석기

(주)해동

대표이사

조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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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003
대상(단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강섭)

석탑산업훈장
(주)협진

대표이사

강이원

금호전기(주)

이사

곽규천

(주)보령건설

대표이사

조종호

한국전력 강원지사

과장

김영래

(주)진우시스템

대표이사

안충남

월드합성산업(주)

대표이사

조추희

영도케이블판매(주)

대표이사

임훈규

한전중부발전(주)

과장

전태윤

(주)삼성티씨알

대표이사

이주용

(주)세화이엘씨

대표이사

박종오

(주)동일전력

대표이사

조규배

남해전기

대표

박규진

(주)우강산업전기

대표이사

이병길

한전전력 연구원

과장

김의환

고은종합전기(주)

대표이사

최두열

중소기업청장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근정포장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박종근

대통령 표창
(주)태평

대표이사

전호철

(주)태창전업

대표이사

이평우

대표이사

이규강

(유)우성전력

대표이사

장준근

한국초고압

대표

최창식

광명전력

대표

조광섭

(주)우신전력

대표이사

여운환

한보기전

대표

이봉우

제일일렉콤(주)

대표이사

이영만

단성전력(주)

대표이사

김천호

(주)선우

대표이사

김규철

일신전기(주)

대표이사

이해용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복

영신전기

대표

김주호

노동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주)태진전력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공로패

문화전업사

대표

김길성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세광

대표이사

고운영

서울남부지회

(주)필립스전자

부사장

김영철

남영기전(주)

대표이사

김근태

한국전기공사협회

풍성(주)

대표이사

김수덕

한전남동발전(주)

과장

차영주

충북지회

동하전기

대표이사

윤종사

(주)화승전기

부사장

이 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사무국장

윤성호외 3

사무국장

오평근외 2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대광전업(주)

대표이사

신준식

(주)이세산업

대표이사

이완수

신일전공(주)

대표이사

박수남

대한주택공사

처장

정민영

(주)유신전력

대표이사

권기진

(주)한진중공업

부장

이대중

(주)한국전기

대표이사

엄중섭

금호산업(주)

부장

이병범

삼원기업(주)

대표이사

김용수

(주)대우건설

차장

조찬형

성운전기

대표

장성수

한국전력 성남지점

과장

이종민

진성전기건설(주)

대표이사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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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7회 2004
대상(단체)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훈장
진한전설(주)

대표이사

청석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이태욱

한전대구지사

과장

김강헌

서광조명

대표

오길식

우신전기산업(주)

대표이사

조운형

(자)삼성전기

대표사원

이영재

조양전기

대표

조명운

(주)삼화동력개발

대표이사

김한준

(주)우진기전

대표이사

김광재

(주)동명전력

대표이사

허제원

루멘전광(주)

부장

김용길

(주)상아소방전력

대표이사

임용철

성창전기(주)

감사

김재호

(주)화승전기

부장

한경칠

최일웅

중소기업청장 표창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산업포장
창성전력(주)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대표이사

고달성

대통령 표창
우진건설공사

대표

이강종

서원전업(주)

대표이사

이경춘

국무총리 표창

(주)현대전력

대표이사

이병목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김동수

문화전기사

대표

강수찬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희동

(주)합동전기

대표이사

최인계

한일전력(주)

대표이사

배경철

동국전설(주)

대표이사

조영득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윤

(주)동신강

대표이사

이 열

댜아전력공사

대표

양민구

동광전기공사

대표

박상립

(주)우강산업전기

대표이사

이병길

노동부장관 표창
조광전기

대표

강성이

(유)부성전기

대표이사

신흥현

(주)동화이앤씨

대표이사

이재원

(주)동양이외출

대표이사

(주)삼성티씨알

대표이사

이주용

(주)필룩스노시청

대표이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사무원

정광구

전호상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재해예방기술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유니온라이트(주)

대표이사

원철상

진명건설(주)

대표이사

박석순

한국전력 고령지점

과장

이관우

광명건설(주)

대표이사

장경래

선진전력(주)

대표이사

김성수

대림산업(주)

부장

이강률

국제전기(자)

대표사원

류제국

삼성물산(주)

부장

신상완

남영기전(주)

대표이사

김근태

서라벌전력

대표

정현말

(주)현대전력

대표이사

최종열

대봉전력공사

대표

한만우

한전전력연구원

부장

박성대

대광건설전력(주)

대표이사

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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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2005
대상(단체)
한국전력연구원

석탑산업훈장
금호전기(주)

대표이사

박명구

산업포장
대창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정태은

대통령 표창
(주)대일전력

대표이사

심봉석

국무총리 표창

한전북부산지점

부장

안창호

(주)태림전설

대표이사

조상욱

신진전설

대표

양영석

정성전기

대표

김정수

(주)신성계전

관리이사

김지연

(주)한솔전기자재

대표이사

한용기

신흥전력(주)

대표이사

사선환

(주)건영통상

대표이사

허민행

매일전기(주)

대표이사

강인석

(주)일신종합전선

이사

임정택

(주)진양전설

대표이사

최영진

(주)혁신전공사

개발팀장

권오형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명혜

(주)명지합성산업

대표이사

김상건

중소기업청장 표창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완양전업사

대표이사

강두석

영광원자력본부

부장

하상용

대동종합전설(주)

대표이사

문대중

(주)명화전기

대표이사

권영제

(주)화원전력

대표이사

김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전욱

기영전력

대표

박기배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김희택

(합)나라전기

대표사원

박지현

한전기공(주)

과장

허윤형

(합)대산전기

대표사원

신흥균

(주)삼부종합전력

대표이사

박규상

노동부장관 표창

(주)남전상공

대표이사

설재필

대성전원개발(주)

대표이사

정형태

화림전기(주)

대표이사

박만호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허만일

한국동서발전(주)

부장

이준섭

성창전기(주)

감사

김재호

한국전기안전공사

대리

김민선

산업자원부 표창
미주중전기(주)

대표이사

윤여갑

삼강건설(주)

대표이사

정배근

대원전업사

대표

김일영

대한전력산업(주)

대표이사

정승용

(합)제일소방전기공사

대표사원

김종식

두영전자(주)

대표

박용섭

(주)금호전력

대표이사

장복규

남부전기공사

대표

박만석

호원건설(주)

대표이사

이윤범

(주)우성종합전기

대표이사

박지현

(합)명전사

대표사원

이경훈

한국전력인천지사

부장

이성엽

제일전기통신(주)

대표이사

박영조

(주)선진

대표이사

신현배

지에스건설(주)

부장

서명섭

(주)을지전설

대표이사

박천봉

한국중부발전(주)

과장

양현광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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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9회 2006
대상(개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석탑산업훈장
(주)필립스전자

부사장

김영철

디에이치정보통신(주)

대표

임동범

성호전력(주)

대표

한성열

(주)세진전력

대표

장세진

대명세라믹(주)

대표

이종석

한전 부산지사

부장

예해근

(주)하이맥스

대표

최영웅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과장

김정호

대아공전(주)

대표

구창회

승진전력(주)

대표

전병언

(주)탐진

대표

김근수

(주)동광전기

대표

최원길

금호전기(주)

팀장

정선웅

(주)남양계전

대표

민강기

(주)썬바라이팅

대표

김종우

한전

과장

이영일

(주)광덕엔지니어링

대표

김선배

산업포장
원영전력(주)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
대표이사

유완상

대통령 표창
(주)서흥전기

대표이사

부평국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주)신성계전

대표이사

김종도

루멘전광(주)

대표이사

지천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아진전설공사

대표

백승은

(주)한솔전기자재

대표

한용기

태안전업사

대표

이안태

(주)동흥전력

대표

정성칠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한기태

범진전기공사

대표

박윤석

(주)청천전설

대표

김태중

(주)광성이에스씨

대표

조원일

세명전기소방

대표

최진규

(주)동부전력

대표

박홍복

한국전기연구원

팀장

김석주

성호제어기기(주)

부장

임헌청

한전원자력연료(주)

선임연구원

최재돈

(주)성광전력공사

대표

이광수

청일전기공사

대표

김 청

삼부전력

대표

김상열

한전전력연구원

팀장

권영복

(합)화랑전력

대표사원

최덕한

신천전력

대표

김영욱

국무총리 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주)삼일변압기

대표이사

안경옥

정일건설(주)

대표이사

김일출

(합)한진전업사

대표사원

정성철

코스모링크케이블(주)

대표이사

임동기

한일종합전기(주)

대표

한종일

(주)아시아전관

대표

이태성

(주)삼원전기

대표

장진근

한전 인천지사

부장

성준환

한일전업사

대표

김진기

(주)창흥전력

대표

염창현

(주)창대전기

대표

송의석

(주)엔티벵크

대표

김경환

풍천건설(주)

대표

임수봉

영도케이블판매(주)

대표

임훈규

타임건설(주)

대표

임노원

(주)경원

대표

안귀영

대한주택공사

부장

최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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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2007
대상(개인)
한국전력공사

前사장

한준호

동탑산업훈장
LS전선(주)

본부장

최명규

산업포장

한전충북지사

부장

박동배

대한주택공사

팀장

유동환

유원이앤에프(주)

대표이사

이광흠

(주)행운전력

대표이사

박남수

현대중공업(주)

부장

김경민

(주)원우전기

대표이사

이완복

(주)우진기전

대표이사

김광재

금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윤철

서광전기(주)

대표이사

김광원

(주)이근기전

대표이사

이형덕

한국전기안전공사

대리

김용남

한전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팀장

최상조

(주)칸라이팅

대표이사

곽광호

성호제어기기(주)

이사

임헌청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부장

정영태

장안산업

고문

김병철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도환

한일금속

대표

김영산

(주)청우개발

대표이사

곽원찬

미성산업

대표

신재식

중소기업청장 표창

(주)대동기전

대표이사

정창일

(주)금강조명

대표이사

김종서

(주)정품하이텍

대표이사

현명수

제룡산업(주)

대표이사

박종태

한국전력공사

대리

박영준

효우케이블(주)

대표이사

박형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리

유석

(주)계영아이앤

대표이사

진재필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상도전기통신(주)

대표이사

박성대

범우전기

대표

최춘범

한전KPS

주임

박병우

(주)성남공영

대표이사

김민석

한국전력공사

부장

선상진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강선구

(주)구성전설

대표이사

김종기

동신전기(주)

대표이사

이현규

광진전기(주)

대표이사

손종구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

김종욱

(주)서진전기

대표이사

송근희

한전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인혁

디에이치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임동범

(주)제일피앤피

대표이사

김인태

국무총리 표창

광진개발(주)

대표이사

최재호

(주)한솔전기자재

대표이사

한용기

(주)광성기전

대표이사

김 연

유니온라이트(주)

대표이사

원철상

(주)선일일렉콤

대표이사

송보선

(주)동서전기통신

대표이사

이찬용

두배라전설(주)

대표이사

김왕섭

노동부장관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동서전기건설공사

대표

박후용

대한종합산전

대표이사

이 섭

(주)동와전설

대표이사

김준수

세림전설

대표

문재학

일호전력공사

대표

강장규

협성전기공사

대표

장영선

우신전기산업(주)

대표이사

조운형

(주)혁신전공사

대표이사

김희웅

삼성소방전기공사

대표

황경호

세아전설(주)

대표이사

박근욱

서울메트로

처장

차광석

대청전설

대표

김남철

태영전설

대표

김희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주)세흥건설

대표이사

홍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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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2008
대상(개인)
한국전력공사

前사장

이종훈

동탑산업훈장
넥상스코리아(주)

대표이사

강인구

산업포장

(주)다노테크

대표이사

이동규

(합)신안산업건설

대표사원

박지현

남양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정찬영

(주)창성전력

대표이사

정재영

(유)대원전력공사

대표이사

양병수

부개전업

대표

신상용

세건전기공사

대표

박해용

(주)케이티

센터장

장명환

한국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광희

전기공사공제조합

실장

조경현

수림전력(주)

대표이사

민병삼

대한주택공사

팀장

신우식

호전사

대표

안형준

한국전설

대표

이한국

원광산전(주)

대표이사

김창겸

세광건설(주)

대표이사

김종두

에스엠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신현칠

청호건설(주)

대표이사

문영식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

박영춘

덕성전기

대표

안영덕

(주)고려

대표이사

주몽식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관

이만복

SH공사

차장

강유협

한국전력 인천전력관리처

처장

김명수

한국전력공사

과장

권 욱

성창전기(주)

대표이사

김재호

남도전기(주)

대표이사

장현우

한국전력공사

계기파트장

김광수

(주)경전사

대표이사

정용준

(주)기성기전

대표이사

김용학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주)삼하전력

대표이사

송삼홍

(주)삼영기업

대표이사

이태훈

(주)대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천호

(주)전오전기

대표이사

오석춘

(주)흥일전기

대표이사

김요삼

(주)지우케이블

대표이사

박병호

한국전력공사

센터장

김명보

한국전력거래소

과장

오창수

(주)칸라이팅

이사

안순상

상도전기통신(주)

상무이사

박재현

동양전기

대표

김호태

(주)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조성훈

(주)금강에너텍

대표이사

김종서

국무총리 표창
용성전기(주)

대표이사

최성재

금성전력개발(주)

대표이사

박종문

정광조명산업(주)

대표이사

이석현

(주)신영전기

대표이사

안윤호

조양산업(합)

대표사원

우병정

(주)삼흥전력

대표이사

정석만

동명전설(주)

대표이사

고윤재

남일전력(주)

대표이사

정지일

한전원자력연료(주)

팀장

권태제

(주)세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양기창

한국전기연구원

팀장

김상철

태정전기공사

대표

이권보

(주)광운전력

대표이사

전영준

오성건설공사

대표

노행조

(주)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

신철호

신라전설(주)

대표이사

박태일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주)강남기업사

대표이사

한일상

미성산업

대표

신재식

(주)한국종합전기

대표이사

김동현

(주)효원전력

대표이사

김정호

진흥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진익재

아주전기공사

대표

박인석

세원전설(주)

대표이사

이한용

(주)화신전기

대표이사

이장춘

(주)동영

대표이사

성 락

금광산전(주)

대표이사

신용식

한일금속

대표

김영산

(주)나라기술단

대표이사

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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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2009
대상(단체)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동탑산업훈장
파나소닉전공신동아(주)

대표이사

배홍기

산업포장

한국전력공사

팀장

김백용

(재)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본부장

김영학

삼원계전(주)

대표이사

김춘섭

한국동서발전(주)

차장

나기승

(주)신한전력

대표이사

김정배

신우기전

대표

이원태

금호전설(주)

대표이사

강대원

(주)신성파워이엔지

대표이사

김이홍

오성건설공사

대표

노행조

대한주택공사

처장

안명선

(주)삼성티씨알

대표이사

이주용

성운전기

대표

변정식

덕동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윤태섭

해동전력(주)

대표이사

황성연

(유)세원전력

대표이사

정병섭

금호산업(주)

상무

양순만

(주)재신정보

대표이사

한정규

금호전력공사

대표

임채석

(주)한국건설산업중앙회

대표이사

박종철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주)효성

팀장

이상근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

영남전기공사

대표

김창은

삼신기업(주)

대표이사

오화년

에이치케이건설(주)

대표이사

최만순

(주)거평이앤씨

대표이사

정석용

광동전력공사

대표

성광화

경기도 수원교육청

팀장

신현택

미미라이팅(주)

대표이사

김형철

덕인종합전설(주)

대표이사

정인만

(주)우신케이블판매

대표이사

남충우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영연

재성전기(주)

대표이사

유한성

(주)서광종합공구

대표이사

조상익

(주)성진전설

대표이사

이석진

전기공사공제조합

과장

이승근

케스코물산(주)

대표이사

오택상

루멘전광(주)

대표이사

지천만

상도전기통신(주)

이사

박경모

한빛케이블(주)

대표이사

이재정

(주)비츠로테크

과장

이승석

대진전기(주)

팀장

임채현

국무총리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남영기전(주)

대표이사

김근태

한빛기전(주)

대표이사

최태정

(유)우성전력

대표이사

장준근

(주)보광전설

대표이사

권택헌

성창전기(주)

대표이사

김재호

제일전기

대표

김언규

화성전력

대표

조덕래

(주)스필

대표이사

장기헌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성병협

거성전기공사

대표

이정종

한전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양승권

(주)덕현이엔씨

대표이사

남택윤

한국전기연구원

팀장

우병철

서부전력(주)

대표이사

노인철

큰빛기전

대표

이경진

오무전력(합)

대표사원

김성호

화영일렉콤(주)

대표이사

허 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중앙전기공업사

대표

김용술

(주)현신전력

대표이사

김갑년

삼화전업사

대표

현성훈

(주)중앙개발

대표이사

최미선

남부전기

대표

서태갑

(주)덕산전기

대표이사

방극효

(주)인호이엔지

대표이사

박영진

(주)화진전기

대표이사

박종환

조양산업(주)

대표이사

우병정

한흥전기(주)

대표이사

염태대

동아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규종

노동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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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2010
대상(단체)
한국수력원자력

동탑산업훈장
(주)코콤

대표이사

고성욱

산업포장

(주)우진이엔지

대표이사

이임기

승진전업공사

대표

이익규

(합)현대기업

대표

주백석

(주)금호전기

대표이사

노종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안영현

동일전기

대표

김동현

(주)뉴텍

대표이사

이종덕

동국엔지니어링

대표

박수흥

청목이앤아이

대표

김석후

삼성전력

대표

정경환

한전 충남본부

팀장

이돈원

(주)한국

대표이사

손명윤

(주)창대전력

대표이사

여진환

(주)한주전력

대표이사

정홍재

아남전기공사

대표

최만태

대륙전력(주)

대표이사

최장일

일진전력

대표

정광석

(주)신보

대표이사

박종규

한국동서발전

부장

김용화

(주)세은

대표이사

이 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주)태평

대표이사

전호철

유명전력(주)

대표이사

문유근

종로전기(주)

대표이사

박동천

한전

차장

유명호

(주)대아전력

대표이사

이동길

(주)삼우

대표이사

공수원

(주)삼립전기

상무이사

정춘기

(주)케이비씨이엔지

이사

임철수

현대중공업

부장

박정락

삼호산업(주)

대표이사

설동석

대통령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주)대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영태

국제전기공사

대표

신건진

미성산업

부장

신덕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최광기

(주)해도전력

대표이사

백흠도

한진시스템

대표

우순례

한국수력원자력

실장

강신헌

실리기업(주)

대표이사

한붕전

금호전기(주)

과장

이계선

명원기업

대표

조태만

(주)제이에스이엔지

대표이사

조성제

(주)신성계전

과장

박원진

효성

상무보

공영주

한전KPS

팀장

이재삼

한전

차장

양충호

효우케이블(주)

대표이사

박형규

국무총리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한국전력

팀장

김영성

용성전기(주)

관리이사

최필구

(주)세인기전

대표이사

권시안

재성전기(주)

대표이사

유한성

대진전기(주)

팀장

임채현

신유전기(주)

대표이사

신을선

(주)일신종합전선

부장

노홍배

대신이엔지(주)

대표이사

최종만

삼일변압기(주)

대표이사

안용길

(주)거연

대표이사

이준헌

(합)공주전기

대표사원

이희철

(합)나라전기

대표사원

김필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표창

한전KPS

차장

이진석

(주)성동전설

대표이사

권기태

한국전기공사협회

사무국장

윤성호

(유)에스케이보성

대표이사

이병진

금남전기전력공사

대표

이덕순

삼화전기공사

대표

윤병노

(유)부광

대표이사

정종균

현중전력(주)

대표이사

윤영호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양석

미미라이팅(주)

부사장

윤철구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연구소장

이강수

청한전기

대표

한봉수

(주)비엠티

부장

임재훈

효성

사원

홍기정

노동부장관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염순철

(주)청우씨티이

대표이사

황을연

대기전력

대표

고기중

용산전력

대표

송명기

전기공사공제조합

소장

신명호

(주)대웅전력

대표이사

김경원

(주)한우림전기

대표이사

김영석

(주)시티이텍

대표이사

이성하

충남전기(주)

대표이사

이종진

중앙전설

대표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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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2011
대상(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

동탑산업훈장
(주)효성

상무

조광제

산업포장

보국전기공업(주)

전무이사

김홍구

(주)대광이앤씨

대표이사

오세권

한미전선(주)

부사장

천명국

(주)효성

부장

김재범

명문전설(주)

대표이사

조성용

(주)재성이엔씨

과장

최승민

부산대학교

사무관

백선환

또또전력공사

대표

손기수

창성기업

대표

전형근

(주)두리계전

대표이사

한양임

(주)우성전설

대표이사

허영복

(주)대광전력

대표이사

강태오

삼성전기소방(주)

대표이사

신기현

한강전기

대표

김효식

대신이엔지(주)

대표이사

최종만

(주)신창전기

대표이사

홍성수

(주)동운전력

대표이사

신동환

(주)다산지앤지

대표이사

유철종

(주)동진정보통신

대표이사

이화원

(주)한화건설

과장

이남길

(주)프레코

대표이사

조완형

조일성업전기(주)

대표이사

김영성

(주)용문전력

대표이사

이점용

(주)성보전설

대표이사

이철운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팀장

진대원

대신파워텍(주)

대표이사

김춘원

(합)건우전력

대표사원

박병순

(주)상신

대표이사

주영조

대통령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학주

대아공전(주)

대표이사

구창회

(주)남도

대표이사

주정환

(주)개명전기

대표이사

장철모

(주)한울상사

대표이사

한기종

정광조명산업(주)

대표이사

이석현

(주)선웅

대표이사

이기엽

대한기전

대표

김종찬

(주)서원이엔지

대표이사

신용술

(주)신우이엔지

대표이사

전주양

제이에스제이텍(주)

대표이사

배상운

(주)칸라이팅

대표이사

곽광호

(주)진성

대표이사

정대흥

미성산업

차장

김왕탁

한국전력공사천안지점

배전파트장

김진원

(주)금강에너텍

과장

김보경

장안산업

대표

김형삼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부장

정경미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현진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주)삼립전기

대표이사

전두석

(주)태주공영

대표이사

우종수

상원전기(주)

대표이사

박윤규

한국전력공사

팀장

백익광

(주)경인토건

대표이사

이명호

(주)베스텍

사장

장현기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동해전기

대표

임봉규

라한기업

대표

김은식

(주)명성

대표이사

김종만

(주)호림

대표이사

조덕곤

이병의

인천광역시남부

한국전력공사		

강성식

교육지원청

팀장

경기도교육청		

김정형

(주)에너테크

대표이사

(주)화성이엔지

대표이사

김택환

(주)스필

부사장

장기호

부원동력(주)

대표이사

일신기전(주)

대표이사

송호곤

동일전업사

대표

김명래

성대현

(주)라산전공

대표이사

손성모

박훈양

(주)한빛대일이엔씨

대표이사

김경수

(주)건양전력

대표이사

김양은

(주)효성전기

대표이사

최진기

한서전기(주)

대표이사

한승범

명성전설(주)

대표이사

최인철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주)태양전기

부장

정춘근

혜성전력(주)

대표이사

어현선

금하개발(주)

대표이사

김채모

(주)범준전설

대표이사

김치호

(주)세화전설공사

대표이사

이기동

성신이앤씨(주)

대표이사

김영일

삼보전기(주)

대표이사

김동호

승우전기산업(주)

대표이사

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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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2012
대상(단체)
한진중공업

동탑산업훈장
엘에스산전

사장

최종웅

산업포장

미미라이팅

대표

송인숙

동진전기

대표

김재원

국토해양부장관표창

세화이엘씨

연구소장

한규철

다우조명

대표

송병용

광성이엔지

대표

최태영

에스케이건설

부장

정성택

건영통상

대표

허민행

광명전업사

대표

임기수

금강전척

대표

변형식

나래전기

대표

박종호

이구전기공사

대표

박헌태

한진중공업

차장

조남희

양지전력

대표

김정훈

찬유전력

대표

최진기

제이에스전력

대표

송병남

대덕전력

대표

김동귀

동일전기

대표

정오성

대진

대표

박은기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일전선

대표

김복관

화정산전

대표

강건형

한미전선

전무

박우선

한성전기

대표

신한운

대경이앤씨

대표

박성원

정우전기

대표

이상규

대통령 표창

용인시청

7급

강신호

신원제이에스엔지니어링

대표

권점희

세종전기공업

대표

김세은

동북전기

대표

전우식

삼아전력

대표

김휘대

지디일렉스

부장

차재우

해성이엔지

대표

박권서

대신파워텍

이사

조인철

대웅전기

대표

이영석

보승개발

대표

강창기

유림

대표

윤보선

광성전기산업

대표

이충해

스필

대표

장기헌

국무총리 표창
동양전자산업

대표

지흥세

대광건설전력

대표

정원영

명전사

대표

김학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오인교

금호건설

부장

홍성진

거창엔지니어링

대표

이화준

케이티

과장

류재영

우리이엔씨

대표

임동현

남도기업

대표

양영우

풍성건설

소장

윤충섭

신우파워

대표

차상연

칸라이팅

이사

곽철희

한국제품안전협회

과장

이지혜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성보전기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표

이보균

영창전설

대표

임생규

호남전력

대표

박석윤

한국전력기술

기술부서장

최철순

일선엔지니어링

대표

정병교

광전력

대표

백학성

강원전업사

대표

정상철

동흥전기

대표

박의열

도시전기

대표

문병호

동영계전

대표

신상준

부흥전설

대표

김봉성

한전원자력연료

팀장

이종무

모아종합전설

대표

이근효

건흥전기공사

대표

김응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선임행정원

강완서

승진전업공사

대표

이익규

에스에이치전기

대표

김성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신성이엔지

대표

김이홍

해광전설산업

대표

문억규

선일계전

대표

홍동선

일신기전

대표

송호곤

선일일렉콤

연구소장

양병문

태영전기

대표

장병천

평일

연구소장

조호령

서울전자통신

대표

안영식

성산이엔지

대표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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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이엔지

대표

장관희

명도전설

대표

조재명

50 Years History of The Electric Times 1964~2014

16회 2013
대상(개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영

동탑산업훈장
KD Power

대표

박기주

산업포장

남양전기

대표

허남권

아이케이

대표

조성근

중앙통신

대표

한의동

대한전설

대표

양태백

조양전기

대표

조명운

인화전기공사

대표

송기회

태화전기건설공사

대표

안효준

신명전기

대표

남기태

한양이엔지

대표

이상헌

행성전기사

대표

서대영

한솔산전

대표

김재운

동양전기공사

대표

김성락

케이티에스테이트

부장

양승해

제일전기공업

대표

강동욱

승보전력

대표

신상태

테크엔

대표

이영섭

한국전력

부장

김재성

(합)삼부전력

대표사원

안병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조영일렉컴퍼니

대표

유광형

현대전기

대표

나희욱

우성전기

대표

이종식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기도회장

문옥현

서전기전

실장

박민호

광신이엔씨

대표

김은식

대통령 표창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공업6급

노재찬

이텍

대표

정영일

내일에너지

대표

백중철

경북소방

대표

박광덕

중앙전력

대표

이정길

삼성파워텍

대표

박봉서

한국남부발전

팀장

전규식

스필

부장

주창민

남영기전

대표

김근태

대연씨앤아이

대표

신대현

서울산전

대표

최범석

준마이앤지

대표

안일남

금운전력

대표

김상언

한국전력

차장

홍성기

한국전력

차장

김용원

성림파워넷

대표

임성수

로엔케이

대표

강승곤

에스에이치전기

대표

김성태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동림전력

대표

함남홍

세홍산업

부장

한승희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허창길

설악전기

대표

박정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대리

김성훈

혜성이티에스

대표

이상영

한국전력

부장

심재식

신원전설

상무

심광섭

우강산업전기

대표

이병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표창

영광전기

대표

황규성

광일전기

대표

이상균

풍천건설

대표

임수봉

화랑전력

대표

송말만

(합)중앙전력

대표사원

황선호

거성일렉콤

대표

박성래

명문전설

대표

조성용

해동전기

대표

노석구

대일전력

대표

한영종

경원전력

대표

정종국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팀장

김승겸

경남전기

대표

황종호

예성엔지니어링

대표

장갑동

범진에너지건설

대표

김의근

우원

대표

임동옥

성온전설

대표

김종권

태영전력

대표

윤찬용

명진전기

대표

김종일

대국건설

대표

박형복

가나

대표

김병문

동안이엔씨

대표

구상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삼화전기공사

대표

윤병노

가나이엔텍

대표

양관식

정등전력

대표

김병갑

태영전력

대표

남상태

세승전기

대표

김학건

원광전기

대표

엄득순

영재전기

대표

이도재

금산트리피아

대표

김백순

동혁전기

대표

홍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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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수상자

17회 2014
대상(개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

산업훈장
현대중공업(주)

전무

주영걸

산업포장

(주)영남전력

대표이사

임기종

(주)티에스파워

대표이사

양기만

(주)광성이에스씨

대표이사

조원일

(주)에스제이에스일렉트릭

대표이사

김현돈

부성전기

대표

유종학

풍천건설(주)

대표이사

임수봉

(주)감래

대표이사

한태수

(주)거창

대표이사

한만조

(주)우성이엔지

대표이사

이근목

(주)신우전력

대표이사

윤우혁

(주)유인이엔지

대표이사

서병호

현대산업개발(주)

부장

김영철

해동전력건설공사

대표

임재일

동원건설산업(주)

차장

성 현

(주)은성전기

대표이사

김영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기학

(주)한얼누리

대표이사

권택조

(주)위너스

본부장

김군성

(주)신동아전력

대표이사

박하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합)부원전기

대표사원

김철수

진성전력

대표

진성문

(주)신호파워텍

대표이사

장영옥

대경파워텍(주)

대표이사

배용찬

(주)명진전기

대표이사

이철배

(주)효성전력

대표이사

강춘범

성진종합전기(주)

과장

김철오

한국전력공사

부장

최은부

(주)성진엠케이

대표이사

정완석

한국전력공사

팀장

김정래

(주)지우

대표이사

김병근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주)두현

대표이사

김상수

기림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이은길

(주)파워맥스

이사

박영일

한국전력공사

처장

이봉희

제룡전기(주)

이사

김태호

(주)세화이엘씨

부장

정순철

엘에스산전(주)

전무

박용상

상진전선(주)

상무이사

문재순

마이클앤선솔루션(주)

대리

우상용

(주)서울디핑

대표이사

이덕중

(주)비드마스타

대표이사

남헌희

한국전력공사

차장

최종욱

한국전력공사

차장

조인수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제통신공업(주)

대표이사

김성조

한국전력공사

선임연구원

박현주

정암전설(주)

대표

조성암

(주)엘파워텍

대표이사

최성규

대한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달교

(주)스마트앤티씨알

대표이사

이주용

한국전력공사

책임연구원

김태균

세화전선(주)

차장

김건수

(주)필립스전자

부사장

김일곤

(주)우림샤인

대표이사

김영복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팀장

이관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표창

(주)운영

이사

정용환

(주)아주전력

대표이사

신형순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

태성전기

대표

정두용

양광시스템

대표

고충국

에스에이티(주)

대표이사

장원덕

(주)혁진전력

대표이사

박형호

문장전력

대표

이주선

(주)영재전력

대표이사

최권영

현대전기

대표

홍재명

성용이앤씨

대표

박용경

대산전업

대표

최애숙

한국전력공사

선임연구원

최미화

기전전력(주)

대표이사

박영배

성우전설(주)

대표이사

우성우

(주)대화이엔씨

대표이사

김종팔

명하기업(주)

대표이사

김학모

(유)한양전력

대표이사

김영일

대성전력(주)

대표이사

권광식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케스코물산(주)

대표이사

오택상

신원이엔씨(주)

대표이사

최홍엽

이사

김상욱

대표이사

최흥선

경원전력

대표

정종국

거제전력공사

대표

윤종수

(주)광희종합전설

(주)부길전력

대표이사

김영환

한빛케이블(주)

대표이사

이재정

(주)대광전기

(주)태호산업

대표이사

박광석

(주)가야

대표이사

배병준

前대광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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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마라톤대회

1회 2004. 4. 10

여의도한강시민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20132

이현석

1:14:55

1위

25007

AliciaFurner

1:45:17

2위

20056

문희철

1:16:20

2위

25016

이명순

1:47:16

3위

20276

손호석

1:17:45

3위

25002

김정희

1:47:46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10088

이명훈

0:36:09

1위

15010

김정옥

0:40:47

2위

10046

박인환

0:36:53

2위

15022

장순화

0:49:26

3위

10070

양대동

0:37:30

3위

15081

안정희

0:50:11

5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50082

최연식

0:17:44

1위

55026

정채식

0:21:16

2위

50045

여희권

0:17:45

2위

55017

손연경

0:21:59

3위

50004

권상균

0:17:50

3위

55156

김혜선

0:22:18

2회 2005. 4. 9

여의도한강시민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1622

이상용

1:18:10

1위

2047

강성자

1:33:34

2위

1369

강길주

1:22:09

2위

2013

박미준

1:37:54

3위

1250

한상우

1:22:23

3위

2006

박정화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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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마라톤대회

2회 2005. 4. 9

여의도한강시민공원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4602

이현석

0:36:05

1위

5139

조은옥

0:43:02

2위

4597

박인환

0:36:27

2위

5011

장미자

0:45:14

3위

3398

진병환

0:36:69

3위

5140

김광미

0:45:40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7476

원동철

1위

8501

김유미

2위

7804

문희철

2위

8498

조선희

3위

7802

정평성

3위

8036

손연경

5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3회 2006. 4. 15

여의도한강시민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21660

원동철

1:12:27

1위

22049

배미경

1:33:52

2위

21937

강주원

1:12:36

2위

22015

박정화

1:35:29

3위

21897

손호석

1:15:00

3위

22017

김정자

1:39:04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순위

배번호

이름

시간

1위

13463

장상근

33:27

1위

14334

윤봉희

40:48

2위

13135

이창선

33:28

2위

14324

김은숙

40:52

3위

13368

강 호

34:06

3위

14302

Wongsau-Lin 41:52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514

여자 순위 기록

50 Years History of The Electric Times 1964~2014

전기사랑마라톤대회

4회 2007. 4. 21

여의도한강시민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문희철

1:19:30

1위

김미순

1:46:56

2위

이선원

1:23:32

2위

박선영

1:47:54

3위

박영삼

1:24:10

3위

최정옥

1:49:32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최진수

36:04

1위

김정옥

38:50

2위

최 욱

36:44

2위

윤선미

39:05

3위

이용욱

36:54

3위

배미경

39:45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5회 2008. 4. 19

여의도한강시민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최 욱

1:20:41

1위

배미경

1:38:02

2위

김성영

1:21:43

2위

김명옥

1:38:43

3위

최수철

1:22:03

3위

박정화

1:38:51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문희철

36:35

1위

이인숙

43:39

2위

전영수

36:52

2위

조민주

45:56

3위

이동준

36:55

3위

김용해

46:44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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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마라톤대회

6회 2009. 4. 11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박광수

1:15:21

1위

배기순

1:31:53

2위

김형수

1:16:41

2위

배미경

1:32:26

3위

이승호

1:21:12

3위

김명옥

1:33:34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황준석

33:18

1위

강현미

42:23

2위

이병효

33:51

2위

이인숙

43:42

3위

권순홍

34:38

3위

조연희

46:14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7회 2010. 4. 10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최진수

1:12:41

1위

배미경

1:28:09

2위

김승환

1:13:01

2위

최신영

1:40:16

3위

손운성

1:16:41

3위

김미순

1:55:21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홍기표

32:47

1위

박정화

41:44

2위

임순택

33:15

2위

이윤세

44:58

3위

손진수

34:08

3위

안금례

48:05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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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마라톤대회

8회 2011. 4. 9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송창훈

1:21:13

1위

이인숙

1:35:48

2위

구자형

1:21:40

2위

윤채원

1:49:49

3위

이주명

1:23:34

3위

박난미

1:50:25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한상우

39:31

1위

김정례

44:56

2위

김형수

39:45

2위

박정화

46:27

3위

정승택

41:23

3위

유경희

47:57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손호석

1:15:50

1위

김영아

1:33:04

2위

김영걸

1:19:30

2위

강현숙

1:42:17

3위

최 욱

1:22:25

3위

황규정

1:42:57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김환목

35:18

1위

오상미

39:42

2위

이수경

35:43

2위

김미경

41:51

3위

박진표

36:14

3위

천정숙

42:38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9회 2012. 4. 14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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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마라톤대회

10회 2013. 4. 13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이순관

01:20:41

1위

조명희

01:41:29

2위

이승호

01:22:13

2위

이정애

01:46:58

3위

김상권

01:23:02

3위

황규정

01:48:29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이상용

37:16

1위

황순옥

42:42

2위

이용욱

37:41

2위

김봉의

43:03

3위

원종원

38:06

3위

김명옥

44:26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11회 2014. 4. 12

상암월드컵공원

하프 부문
남자 순위 기록

여자 순위 기록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남평수

1:16:59

1위

임경숙

1:39:52

2위

이수호

1:21:46

2위

안미경

1:40:37

3위

김용욱

1:24:30

3위

lewis claire

1:42:54

순위

이름

시간

순위

이름

시간

1위

최재성

35:32

1위

이수복

43:14

2위

송석규

36:29

2위

최숙경

43:15

3위

추대수

37:08

3위

김정례

46:47

10Km 부문
남자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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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0년

(2010. 4. 27)

입상작
순위

성명

작품제목

촬영장소

1

권영주

유채밭 야경

경남 남지읍

2

김병옥

작업-1

서울 조계사

3

김길남

아름다운 강산

강원도삼양목장

4

양해석

태양에너지1

전남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

하미자

환상의다리

울산시 태화동

6

송기학

고압선작업

경상남도 창원

7

강기구

철탑 애자교체

충남 서천군 옥산면

8

황해곤

친환경 에너지

경북 영덕군 풍력 발전단지

9

박순기

아침빛의 송전탑

북한산 만경봉에서 일산방향

10

구교복

삼성동의 전기사랑

삼성동 글라스타워

11

목성신

스키장야경

경기 양지리조트

12

정용환

볼탱크

울산 온산공단

13

서병태

바느질

시골집

14

허영숙

빛으로

시화호부근

15

이창우

조화

경상남도 통영시 동피랑

유채밭 야경 (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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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2년

(2012. 10. 10)

입상작
순위

성명

작품제목

촬영장소

1

이명숙

시화호의 아침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2

임지연

태양열 가로등

서울 양재동

3

정무일

가족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4

김광열

까치와의 전쟁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

조성근

노을과 전기불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6

유형전

전기작업2

전남 순천 주암

7

정칠성

미시 훈련생의 꿈과 도전

전기공사인력개발원 배전교육장

8

김정화

좋은 날

강원도 삼양목장

9

송일달

호기심

구미보광사

시화호의 아침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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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2년

(2012. 10. 10)

입선
순위

성명

작품제목

풍력 발전소가 있는 소경

27

장세현

제주 풍력 발전

백상현

곡예

28

윤현정

별이 빛나는 밤에..

3

김영태

풍력발전과 청정배추

29

김택수

작업현장

4

제갈경희

대교를 밝히는 불

30

이상일

태양광발전소

5

정종혁

울릉도 비경 가로등 밝힌다

31

고기하

풍력발전기

6

전희철

그린 에너지

32

임찬경

수력발전

7

박호광

도심속 태양열

33

고태경

야경

8

안태현

인천대교 야경

34

김태호

생업

9

김응조

송전탑의 아침

35

김재현

소박한 인생

10

이이철

향수

36

구교복

작업

11

김창수

바람의 언덕

37

박진성

한밤의 불꽃놀이

12

정희창

전동 성당

38

이승호

군산서부화력발전소 야경

13

최영득

개구쟁이들...

39

한윤이

고공작업

14

이도재

송전탑일출

40

최현서

전기회로실험

15

김기화

실루엣

41

이정태

최고의 휴식

16

성상문

APR1400

42

김한영

바람의하모니

17

권영관

에너지

43

이만유

아슬아슬

18

이해청

경복궁 야경

44

강기구

변전설비 철거작업

19

이원형

열린바닷길

45

김태현

하동화력발전소 야경

20

김용길

노부부의 여유

46

최태권

태양열과 바람의 에너지

21

김학수

유채꽃밭 야경

47

정호영

50년된 오랜벚

22

허대성

빛의 재구성

48

김용대

소중한 전기

23

최관식

숨쉬는고래

49

김재득

철탑과 석양

24

정주호

태안화력발전소의 겨울

50

김미경

공단 야경

25

임남석

보수작업

51

김영곤

불빛과 아이들

26

강만석

군밤장수

순위

성명

작품제목

1

조충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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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3년

(2013. 11. 8)

입상작
시상명

성명

작품제목

최우수상

김정화

축제의 길

최우수상

최상식

전기가 있어 안심!

우수상

김선화

전기는 웃음타고 흐릅니다.

우수상

손문수

사랑을 보다.

가   작

문서옥

아이~ 따뜻해~

가   작

이인찬

열정

장려상

김기훈

빛으로 그린 선

장려상

허 현

작업

장려상

장진규

신호등 작업

장려상

김재현

아름다운 풍력발전

축제의 길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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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3년

(2013. 11. 8)

입선
성명

작품제목

성명

작품제목

장종근

성산대교 야경

최성규

농촌의 전봇대

이재국

빛을 밝혀라

임충성

스마트 가든

강순희

아름다운 벚꽃 야경길

김세은

빛을 품은 화려한 흐름

이수정

무섭지 않아요.

최은희

시골길

임광엽

가설작업

김용대

합동작업

최성욱

빛이 있어 아름다운 바다

권용민

풍력단지

이헌섭

터널속의 빛

최태희

야경

김예지

엑스포다리의 반영

김남홍

협동작업

신재안

변전소 작업

최관식

어부의 하루

이희선

작업

최관식

울산항 야경

신두식

삶의 현장

박근우

풍력발전기의 반영과 노을

윤상준

조기털이

김도윤

전차선 작업

이영섭

동력체험

박영심

야간 도로공사

김재석

도시야경과 불꽃

차선자

이동중

고만홍

바람과 자연 그리고 전기

김기현

끝없이 이어지는 송전탑

정용환

공단 야경

최인석

전기가 있어 즐거운 시간

고기하

겨울이야기

하도현

철탑

이점순

도심 속의 골목길

장   영

친환경 전기

이경미

불빛을 품은 바다

김병영

고궁의 빛

성상문

지금은 작업 중

윤치열

송전탑의 일몰

박현영

화성의 야경

정홍선

송전철탑

유재면

동굴 속의 제주도

서정은

시집가는 날

이현대

전선 작업

안세영

행복한 우리 가족

박용숙

공존

이근숙

빛의 축제

조동철

아름다운 첨성대

김진철

만선의 입항

박미애

함께 있어요

김상활

빛나는 다보탑

오관진

빛의 터널

전상신

열정

정진희

호롱불 대신 스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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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4년

(2014. 11. 27)

입상작
시상명

성명

작품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재현

비오는 거리 - 가족

상명대학교 총장상

김현숙

고마운 불빛

우수상

강태옥

전기작업

우수상

이재국

가로등의 소중함

가   작

신은주

빛속으로

가   작

정혜승

친환경 건축물 1등급 DDP

가   작

최인석

숭례문의 빛

장려상

김광열

최고의 보온밥통

장려상

김남희

아름다움 사이로

장려상

라성민

엄마와 딸의 대화

장려상

유극면

바다는 이상무

비오는거리-가족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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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랑사진공모전

2014년

(2014. 11. 27)

입선
성명

작품제목

성명

작품제목

강광식

바다로 가는 길

반선순

잠들지 않은 광양항

김광열

세탁소 작업

서민수

창원남산공원의 달밤

강만석

잔칫날

손문수

전기의 흐름

강명운

전기이용

심규숙

달동네야경

강종현

산중의 겨울밤

심민택

바닷속 풀등위의 전선탑

강종현

봄밤

유병열

765kV 변전소 철탑의 위용

강태수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

유유순

출어준비

고정운

풍력발전기

유지훈

산골의 새벽

김기덕

감천문화마을

유치자

야간사진전시

김남홍

야간작업

윤장훈

전선위의 곡예사

김동율

송전탑의 아침 빛

윤장훈

창공의 전사들

김령근

화가의 작업

이명숙

송호리의 밤

김령근

여명의 등대

이봉삼

결승점

김   룡

변압기 교체 작업

장만진

독립기념관의 불빛

김   룡

열병합발전소

정창윤

부두의 일몰

김영곤

경회루의 반영

정혜승

소녀의 기다림

김영배

저탄소 풍력발전기

지성영

빛의 풍차

김원섭

긴급 전기공사

최종욱

광화문 하늘 별의 궤적

김인숙

산업현장

최진영

포항운하 야경

김정산

야간산책

최현서

협업을 통해서

김지우

하교길

최홍주

화려한 밤

김창덕

작업

김택수

야간족구

김택수

읍성의 밤

민원자

조력발전소

박송숙

억새축제의 조명빛

박윤준

빛우산

박인호

읍성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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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골프대회

1회 2008
사. 롱기스트

가. 시도회 대표팀
순위

시도회명

4인합산

대표팀

일반팀

1위

경북도회

308

최창순 (주)신흥전기 대표

손성모 (주)라산전공 대표

2위

광주시회

310

3위

전북도회

312

아. 메달리스트

나. 일반팀
순위

선수명

1위

이철운 (주)성보전설 대표

2위

장정호 (주)바나바전력개발 대표

3위

전호철 (주)태평 대표

다. 홀인원상
염태대 한흥전기(주) 대표

라. 싸이클 버디상
김화연 (주)대연전기 대표
        

마. 베스트드레서
양우석 (합)금강전기공업사 대표

바. 니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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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일반팀

노정규 현대로오텍(주) 대표

황근철 (주)대흥기업 대표

대표팀

일반팀

여운기 (유)대전기업 대표

곽광호 (주)칸라이팅 대표

50 Years History of The Electric Times 1964~2014

전기사랑골프대회

2회 2009

33회 2010

가. 시도회 대표팀

가. 시도회 대표팀

순위

시도회명

3인합산

순위

시도회명

3인합산

1위

전북도회

216

1위

서울서부회

217

2위

경기도회

222

2위

전남도회

218

3위

서울동부회

224

3위

경기도북부회

219

나. 일반팀

나. 일반팀

순위

선수명

순위

선수명

1위

정홍재 (주)한주전력 대표

1위

전강환 케이피포인트(주) 대표

2위

문대중 대동종합전설(주) 대표

2위

권정호 대성기업(주) 대표

3위

정춘기 (주)삼립전기 대표

3위

박병주 (주)범양전력 대표

다. 베스트드레서

다. 니어리스트

조태만 명원기업 대표

단체 대표팀

일반팀

송삼홍 (주)가원전기 대표

배경철 한일전력(주) 대표

라. 니어리스트
대표팀

일반팀

임정수 금성전기(주) 대표

한신근 우원전설(주) 대표

라. 롱기스트
단체 대표팀

일반팀

배경국 (주)효창 대표

박의수 거진전력(주) 대표

마. 롱기스트
대표팀

일반팀

유영선 조일전기(주) 대표

김   연 (주)광성기전 대표

마. 메달리스트
김병문 진화산전(주) 대표

바. 메달리스트
이병진 70타, (유)에스케이보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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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골프대회

4회 2011
가. 시도회 대표팀
순위

시도회명

참가선수

3인합산

1위

경남도회

송광석 (합)명보전력 (72타)
양우석 (합)금강전기공업사 (67타)
신석기 (주)한성전기통신 (72타) 최재인 (주)경성전기 (79타)

211

2위

전남도회

김병문 진화산전(주) (70타)
김정호 (주)효원전기 (76타)

안민오 지산전력(주) (71타)
정숭기 (주)창진일렉콤 (72타)

213

공동 3위

경기북부회

권순택 오케이 이티씨 (75타)
김순호 신성전력(주) (70타)

이선주 신호전기철물공사 (78타)
정찬영 남양전기통신(주) (72타)

217

전북도회

여운기 (유)대전기업 (73타)
유기로 (유)승대전설 (73타)

이병진 (주)에스엠성진 (72타)
이철운 (주)성보전설 (76타)

218

나. 일반팀
TOT

HDCP

NET

김종두 세광건설(주)

74

4

70

2위

고상신 상신전업공사

76

6

70

3위

한대수 (주)세우전력

80

10

70

순위

선수명

1위

다. 니어리스트
단체 대표팀

일반팀 (2명)

박영래 (주)동서이엔지 (1.4M)

박선문 (합)형제종합건설 (1.1M)
이영문 영엔지니어링 (3.1M)

라. 롱기스트
단체 대표팀

일반팀 (2명)

김병문 진화산전(주) (287YD)

강상욱 (합)근화기업 (284YD)
박권서 (주)해성이엔지 (280YD)

마. 메달리스트
노정규  현대로오텍(주) (69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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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2012
가. 시도회 대표팀
3인합산

순위

시도회명

참가선수

1위

광주시회

정준영 (주)우광전력 (68타)
차의철 (주)남진이엔지 (73타)

2위

전남도회

조순형 용상엔지니어링(주) (70타) 안민오 지산전력(주) (74타)
김병문 두레건설(주) (73타)
정숭기 (주)창진일렉콤 (75타)

217
4인합산으로
순위결정

3위

경기도회

한현기 (주)서광전기공사 (71타)
지정식 미성전력 (72타)

217
4인합산으로
순위결정

노정규 현대로오텍(주) (73타)
유야석 (주)우성전력 (75타)

안덕조 불이티앤씨 (74타)
조호연 원전사 (83타)

214

나. 일반팀
TOT

HDCP

NET

윤보선 (주)유림

80

11

69

2위

이규진 태영전력

80

10

70

3위

김종선 진일전기(주)

86

16

70

순위

선수명

1위

다. 니어리스트
단체 대표팀

일반팀

이이식 (주)삼정시스템 (1YD)

조성용 명문전설(주) (1.9YD)

라. 롱기스트
단체 대표팀

일반팀

김왕섭 (주)두베라 (295YD)

김정호 (주)효원전력 (265YD)

마. 메달리스트
정준영 우광전력(주) (68타)

바. 특별상
- 일반팀 29위 (송삼홍 (주)가원전기)
- 일반팀 48위 (김경창 (주)완일이앤씨)
- 일반팀 52위 (강대원 (금호전설(주))

- 싸이클버디 (정찬영 남양전기통신(주))
- 이 글 (박정균 (합)한미전기, 양우석 (합)금강전기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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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대회 수상자
전기사랑골프대회

6회 2013
가. 시도회 대표팀
순위

시도회명

성명

타수

핸디

적용타수

4인합산

1위

광주시회

염태대
이해용
조덕승
허 헌

71
78
78
79

-2.4
7.2
4.8
8.4

73.4
70.8
73.2
70.6

288.0

2위

전남도회

인성철
홍종경
이익규
유해성

76
77
79
82

3.6
4.8
6.0
10.8

72.4
72.2
73.0
71.2

288.8

3위

경기도회

여운기
이병진
유기로
이철운

73
79
80
82

0.0
8.4
6.0
9.6

73.0
70.6
74.0
72.4

290.0

나. 일반팀
TOT

HDCP

NET

순위

선수명

1위

이해영 문화전기(주)

75

4.8

70.2

2위

정홍재 (주)한성

87

16.8

70.2

3위

김형배 진일전기(주)

78

7.2

70.8

다. 니어리스트
단체 대표팀 : 정재용 (주)경국전력 (40Cm)

일반팀 : 박주식 (주)선주전설 (54Cm)

라. 롱기스트
단체 대표팀 : 장갑동 (주)예성엔지니어링 (281YD)

일반팀 : 곽광호 (주)칸라이팅 (300YD)

마. 메달리스트
단체 대표팀 : 장경래 광건건설(주) (72타)
순위

선수명

타수

대표팀

양우석

69

대표팀

정찬영

71

대표팀

염태대

대표팀

고창영

대표팀

이경춘

72

일반팀 : 임정수 금성전기(주) (74타)
타수

순위

선수명

타수

대표팀

장경래

72

대표팀

배장수

72

71

대표팀

홍창도

72

71

일반팀

임정수

74

일반팀

곽광호

74

전 메달리스트

수상 포기

바. 특별상
- 일반팀 30위 (권순광 (주)선광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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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팀 49위 (김선복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일반팀 53위 (김채영 신화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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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2014
가. 순위상
순위

선수명

소속 시도회

TOT

HDCP

NET

1위

이철운 문화전기(주)

전북

83

17

66

2위

이원숙 (주)성진전력

경남

81

12

69

3위

이문수 세운전기(주)

경기

79

9.6

69.4

나. 메달리스트
선수명

소속 시도회

타수

김상중 (주)자유전설

서부

68

다. 롱기스트
코스

선수명

소속 시도회

타수

퍼시먼 코스

이갑노 서진전력(주)

경기 북부

290yd

메이플 코스

김한규 (주)성덕에너지

부산

295yd

라. 니어리스트
코스

선수명

소속 시도회

타수

체리 코스

이상헌 (주)한양이엔지

경기

0.9m

메이플 코스

정태홍 (주)태경전업

서부

1.6m

마. 홀인원상
코스

선수명

타수

홀인원상

허창덕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

파인코스 8번홀

바. 다 버디상, 다 파상
코스

선수명

소속 시도회

다 버디상

양부근 (주)세진이엘이시

전남

회수
5

다 파상

박길호 (주)엘에스파워텍

전남

17

코스

선수명

소속 시도회

베스트드레서

강인구 (주)인광전기

인천

사. 특별상

TOT

HDCP

NET

순위

선수명

소속 시도회

31위

이철운 (주)신지이앤씨

남부

80

8.4

71.6

50위

이원숙 (주)신우전기

경기

89

16.8

72.2

54위

이문수 (주)서광전기공사

경기

77

4.8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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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1968

1.

신문발행 필요성 제기

3.

31

4대 발행인 기상도, 4대 편집인 이판개 선임

(전기공사협회 제3회 이사회)

4.

18

4부(편집부, 취재부, 업무부)에서 2부(편집부,

13

3.

31

공보부 재등록 신청

4.

11

가칭 ‘대한전기신문’으로 공보부에 등록신청,
인쇄시설 미비로 서류 반려
정기간행물 등록증 교부

1969

1

대한전기신문사 발족

1.

30

특집 좌담회 주최(‘전기기능공 검정을 말한다’)

7

초대 발행인 이가영, 편집인 이경복 선임

8.

7

특집 좌담회 주최(국제기능올림픽 전기부문

17
5.

업무부)로 기구 축소개편

18

주간 ‘대한전기신문’ 창간(대판 4면)

입상자 초대)
10.

1965

1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

4.

17

2대 발행인 김옥윤 선임

1970

5.

21

2대 편집인 이판개 선임

3.

7.

29

신문부 운영규정 제정

1966
1.

3

9.
5

3대 발행인 김옥윤, 이판개 재선임

12

‘미스터 뚱딴지’ 만화 최초 연재

30

5대 발행인 기상도, 5대 편집인 이판개 선임

4.

1

7.

16

신문사운영규정 제정, 시행
2차 인쇄시설 확충

인쇄시설 법정기준 미달, 공보부로부터 지적

1971

자진 폐간 결정, 신문부 전 임직원 사표

9.

1

신문사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15

폐간계 제출

조직개편(업무국신설, 3국(공무국, 업무국, 편

16

복간대책 수립, 결의문 채택, 복간위원 임명

집국) 1과(서무과))

(이종학 · 안범수 · 이경자)
10. 19

11.

1

3차 인쇄시설 확충

특수주간신문 공보부 등록
(타블로이드판 ‘대한전기신보’로 복간(8면))

1967

1972
2.

1

3.

28

전지기 설치
6대 발행인 기상도, 6대 편집인 이판개 선임

2.

2

최초 월남특파원 기사 게재

4.

26

4.

6

파월기술자 · 국군장병에게 신문 보내기 운동

6.

1

8면 활판인쇄기 설치

신문사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시행

전개

9.

26

신사옥구입 계약완료(서대문구 평동 76-9)

30

신사옥으로 이전

1973

현대식 인쇄시설 설치 (1차)

1.

11. 30

4

신년특별기획 ‘73 전기계 새해 새 설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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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3.

1

5.

16

12. 19

문 및 통일촌 새마을 시찰 참가

구독료 선납제 실시
21

7대 발행인 심상우, 7대 편집인 이판개 선임,

24

신문사 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조직개편(1국(편집국) 4부(편집부, 취재부, 업

8.

1

무부, 공무부)로 기구 축소)

1978

구독료 및 광고료 업무처리요령 제정, 시행

3.

23

광고업무대행 위탁제 실시

6.

27

신문사운영규정 전면 개정

8.

10

9대 발행인 백낙승 선임

9.

14

일본 전기신문 기자 본사 방문

1975
2.

안범수 편집국장 노정현 업무부장 장기근속
표창

인쇄시설 이용, 외부 인쇄물 수주 시작
7.

한창수 발행인 안범수 편집국장 일선장병 위

중앙보급소 설치

10. 12

10대 편집인 홍동진 선임

4.

16

5.

1

박영서 논설위원 위촉

9.

5

9대 편집인 조남철 선임

1979

11.

6

사옥 증축, 공무부 지하실 이전

1.

1

5.

18

발행인 심상우 8대 편집인 겸직

지령 700호 발행
본지 창간 15주년 기념식 개최
안범수 편집국장 공로패 수상

1976

7.

2.

7

기자직 공채 1기 시험 실시

10. 18

신문사운영규정 중 일부개정

4.

20

8대 발행인 심상우 선임

12. 22

간부직원 경기도 포천군 제 5973부대 위문

5.

20

한창수 이사, 이사장 직무대리 · 조남철 편집

4

24

본지 발행인 백낙승 주간신문협회 이사 취임

문화방송 주최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가

인, 발행인 직무대리 선임
11. 11

논설기능 강화(‘고압 저압’ 신설)

12. 13

신문운영위원회 개최

1977
6.

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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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대 발행인 심상우 선임

5.

23

11대 편집인 김영익 선임

7.

31

정부,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단행 전기전문지
중 유일하게 존속

9.

8

대한전기신보, 대판으로 등록 변경

안범수 편집국장, 제1회 한국주간신문상 편집
상 수상

11. 19

4.

조직개편(신문국 → 편집국으로 개칭, 서무부
→ 본부 경리과로 통합)

7.

1980

최초 호외 발행(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1981

공포)

2.

23

11대 발행인 심상우 재선임

조남철 편집인 전국산업기지 및 새마을 시찰

전기신문 대판 발행 결의(협회 제16회 정기

참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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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신문사운영규정 전면 개정, 시행

9.

8

판형변경 승인
(문화공보부, 타블로이드 배판)

11.

5

10. 15

대한전기신보사 별도법인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2. 26

사옥 이전(강서구 등촌동 533-2)

별도법인 설립 위한 연석회의 개최(1차, 대한
전기협회 대상)

대판 8면 발행, 인쇄시설 확충
12.

3

신사옥 이전 기념식 및 자축 행사

1982
4.

3

5.

18

1986
1.

4

별도법인 설립 위한 2차 연석회의

15

별도법인 설립 위한 3차 연석회의

신문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규정의 개정

대한전기신문사 정관 제정

제1회 신문국운영위원회 개최

제규정(직제 · 취업 · 회계 · 보수규정) 제정(9.1

지사 및 보급소 설치, 차량구입 건의

효력 발생)

1983

2.

13

김영익 이사 법인설립추진위원(상임) 위촉

3.

12

초대 발행인 심상우 선임
상법상 법인으로 (주)대한전기신문사 설립 등기

10. 31

전동 청타기 외 10종 구입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문공부)

11. 10

월간 「전기설비」 창간(기술연수원)

정관 제출, 승인(문공부)

12.

첫 오프셋인쇄 신문 발행

8

22
5.

2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서 반려(문공부)
변경등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
(동력자원부 장관)

1984

6.

1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서 재차 제출(문공부)

2.

24

8.

12

대한전기신문사 별도법인설립 위한 문공부

4.

1

12대 발행인 심상우 재선임

허가취득 「전기설비」기술부 이관

위원회설치운영규정(기획위원회, 인사위원
21

회, 기술개발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신문 운

신문사 명의 첫 신문 발행

영위원회,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자재지입대
22

책위원회) 제정, 시행
6.

21

12대 편집인 임인재 선임

전기공사협회와 사무실 임차계약, 대한전기

9.

1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대한전기신문사 발족, 업무개시(영문표기 The
Korea Electric Times, 회사명 Korea Electric
Times Co. Ltd.로 결정, 시행)

1985
2.

8

초대 편집인 김영익 선임
12

월간 「전기설비」 신문사 이관

원 위촉

기술지 발간에 따른 신문운영규정 중 일부개정
26

9.

13

최병욱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비상근 논설위

대한전기신보 독립법인 설립 결의

10. 28

신사옥 이전(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5-3)

(전기공사협회 제20회 정기총회)

11.

회사 마크(Mark), 사시(社是) 제정

1

독립법인 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전기공사협
회 제264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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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4.
5.

20

20

조직개편(2국(편집국 업무국) 5부(편집부, 취

제1기 정기주주 총회 개최

재1 · 2부, 업무부, 영업부)로 축소)

21

회사명, 신문제호 변경 결의(제4회 이사회)

6.

18

일부 가로짜기 시행

7.

6

11.

6

12

전기화재예방 표어 모집

격주 12면으로 증면발행

1990

목요일 자에서 월요일 자로 발행 요일 변경

2.

29

3대 발행인 김영신 선임

제1회 임시 주주총회 개최(상호 및 제호, 목적

6.

29

제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정관 개정 : 전무이
사를 관리이사, 편집이사로 구분)

변경의 건)
8.

기구축소 개편 및 보수규정 개정

2대 편집인 엄정흠 선임

2대 발행인 이창근 선임

21

7.

제281회 이사회/(주)대한전기신문사 사무실

7.

4대 편집인 박상권 선임

이전
9.

1

15
11.

2
16

상호, 제호 변경(한국전기신문사, 한국전기신
문) 등기법원 제출

1991

사시 변경

1.

11

상임고문 위촉(이극래 고문)

상호, 제호 문공부 기재사항 변경 접수

5.

22

정관 중 일부 개정, 직제 개편

지령 1,000호 발행

조직개편

한국전기신문 제호 첫 신문 발행

(2국(편집국, 업무국) 7부(편집부, 취재1 · 2 · 3

(지령 1,001호)

부, 업무부, 보급부, 광고부)로 확대)

1988

1992

1.

1

매주 12면 발행

1.

5.

5

제3회 홍콩국제전기전자산업박람회 참관단
모집

6.

9

6

주 12면에서 격주 16면으로 증면
(월 8면) 발행

6.

9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대표이사 김영신 외
11명 임원 선임)

3대 편집인 백 호 선임

11. 14

사옥 이전(강서구 등촌동 533-2)

7.

6

매주 16면 발행

12. 21

제11회 이사회 개최(지사 설치 결정)

9.

7

객원 논설위원제 도입(김찬옥, 안기덕, 정용기
위원)

1989
1.

7

5.

23

´89 중국산업시찰단 모집

1993

정관 중 일부개정, 직제 및 보수규정 개정

3.

23

4대 발행인 박운희 선임

조직개편

5.

11

정관 중 일부 개정

(2국(편집국, 업무국) 6부(편집부, 취재1 · 2

6.

18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관리 · 편집 이사 각

부, 업무부, 광고영업부, 보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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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5.

10. 13

11

6.
7.

7

정관 중 일부개정(관리이사, 편집이사를 전무

18

전면 가로짜기 단행, 지면의 섹션화 시도
임시 주주 총회 개최

이사 1인 체제로 전환)

(발행인 김창준 임시 선임, 이사 10명, 감사 1

5대 편집인 한진호 선임

명 보선)

기구 및 직제 개편

12. 14

제규정 제정(인사관리 · 주식보조비 · 부양가족

(2국(편집국, 업무국) 6부(편집부, 취재1 · 2부,

보조비지급 · 학자금지급 · 퇴직금지급 · 여비 · 사

총무부, 영업부, 기획사업부)로 축소)

규관리 · 문서관리 · 인장관리 · 기밀비지급 · 물품
관리 · 자료관리 · 위임전결 · 감사규정 재정)

1995
1.

3.

1

27

구독료 인상

1999

(월정액 4,000원, 연간 구독료 4만8,000원)

2.

3

제규정 개정(직제 · 취업 · 회계 · 보수규정 등)

창간 31주년 기념 8개 전기계 단체장 토론회

3.

1

「전기설비」 위탁발행(발행처 한국전기공사협
회, 편집 · 디자인 · 광고 전기신문사)

개최(무역회관)
12. 15

제30차 이사회 개최

3.

5

(회계 규정 일부 개정, 주 2회 발행 첫 논의)

회장제도 도입, 김창준 대표이사 회장 선임
7대 발행인 김용수, 6대 편집인(전무이사) 김
기경 선임

1996
3.

27

7.

5

5.

14

제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2.

1

홈페이지 등록(www.electimes.co.kr)

19

5대 발행인 이영우 선임

제45회 이사회

전산시스템 도입(신문편집기 4세트, 화상처
리기 1세트, 교정용 출력시 1세트, PC 8대,
프린트 4대, 프린터 공유기 4대 등)

2000
5.

23

기구 및 직제 개편
(1국(편집국) 5부(편집부, 취재1 · 2부, 총무부,

1997

기획사업부)로 축소)

2.

25

한문 · 영문표기도 한글상호와 함께 정관 명시

10. 17

홈페이지 변경 등록(www.jungit.com)

5.

16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1. 20

주2회 증회 · 증면 발행

9.

2

23

6대 발행인 박운희 선임

제3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998

2001

1.

5

4.

3.

25

특집면(3~39면) 가로짜기

11

나 개최(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동주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이사 수 증원,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전기산업제조물책임법(PL법) 대응전략 세미

10. 11

제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537

| Appendix |

●●● 연표

2002
3.

20

3.

9
23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전무이사직을 부
사장직으로 격상)

4.

7

제60회 이사회
제18기 정기총회
제1회 전기사랑 워크숍 개최

3.

20

7대 편집인 최상태 선임

4.

10

제1회 전기인 마라톤대회 개최

5.

24

제5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5.

7

제1회 전기사랑 심포지엄 개최

7.

25

제54회 이사회 개최(제호(전기신문) 및 용지

5.
18

변경(살구빛) 결의)
8.

10.

5

1

창간 40주년 설문조사 실시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기신문’으로 제호 변경, 살구빛 용지 첫 신

6.

9

제2회 전기사랑 심포지엄 개최

문 발행

7.

19

지령 2000호 기념특집호 발간

전력산업기술정보 컨텐츠 제공 개시(1차 연

8. 6~8

원자력 과학캠프 개최

도, 전력연구원)

9.

인터넷 일간전기신문 『일렉타임즈(www.

1

electimes.com)』 창간

2003
1.

13

10. 21~23
29~30

팀, 광고 마케팅팀))
2.

22

8대 발행인 주창현 선임

3.

17

제57회 이사회(제1회 전기인마라톤대회 개최

2005
1.

26

3.

3

계획(안) 승인)

7.

별지부록(e-Power Korea) 발간

29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제6회 한국전기문화대

4.

9

상 시상식

8.

5.

18

1

6.

10.

6

‘빛 한줄기 나눕시다’ 연중캠페인 전개
제1회 사사편찬위원회 개최(전기신문 40년사)

30

8. 3~5
15
9.

8
28

10. 14~15

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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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간 41주년 및 제8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

제3회 전기사랑워크숍 개최
(구역전기사업자 활성화 방안)

장 참가)
28

제2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식 개최

일본 전기신문사 방문(해외협력사업 추진, 주
창현 사장, 인태화 김학형 이사, 최영규 편집국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2회 전기사랑워크숍 개최

전력산업기술정보 컨텐츠 제공 개시(2차 연
도, 전력연구원)

제1회 마라톤 대회 개최 자문회의

(최길순 제10대 사장 선임)

19

1

직원추계 M.T(수안보)

조직개편(팀 체제 도입, 1국(편집국) 2부(편집
부, 총무부) 4팀(전력에너지팀, 경제팀, 산업

5.

제1회 전기인 사이버 취업박람회 개최

24~25

2005 원자력과학캠프 개최
「중국전력보」와 협약 체결
제2회 전기사랑심포지엄 개최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과 MOU 체결
임직원 한마음수련회(평창)
제2회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국제 심포지엄
후원

창간40주년기념 사업 제정(전기인 마라톤대

11. 1~5

중국전력보 임원단 방문

회, 원자력 과학캠프 등)

12. 26

이웃돕기성금 (서울 강서구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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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6.

월 20면, 목 16면증면 발행, 제호 서체 변경

9

제20기 정기주주총회개최

9.

(주)다하미 커뮤니케이션즈와 온라인 기사 스

9.

13

15

5.

4

제3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개최

(대구)

18

12
11. 2~3
28

창간 42주년 및 한국전력거래소와 취업박람
회 협약체결

24

10. 1~2

제68회 이사회(신문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의 건)

12. 11

2007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한국 · 중국 · 베트남 전기포럼 개최
임직원 한마음수련회(금강산)
전기사랑봉사단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2007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개최
(서울)

제9회 한국전기문화대상시상식 개최
25

중국전력보 백검성 사장 방문(27일까지)
26

전기사랑봉사단 밥퍼 나눔 운동 봉사활동
2007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개최

크랩서비스 제휴
4.

(주)디디오넷모바일(대표 김기령)과 전기아카
데미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2

20

27

전기사랑봉사단 밥퍼 나눔 운동 본부와 거리
성탄 예배

2006 구역전기사업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
최(호남권)

6.

30

2006 구역전기사업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
최(대구경북)

2008

8. 3~5

2006 원자력과학캠프 개최

3.

9.

2006 구역전기사업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

8

19

장 선임)
4.

제75회 이사회 개최

2006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19

제5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2006 구역전기사업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

29

제11대 이경춘사장 취임식 개최

18

창간 44주년

21

제1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최(종합설명회)
27~28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이경춘 제11대 사

14

최(부산경남)
10. 10~11

17

5.

임직원 한마음수련회(제주)

21~22

2007
1.

6

「베트남전기리뷰」와 MOU 체결

3.

6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

21

5.

3

제4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2008 전력기술컨퍼런스 개최(후원)

7. 28~30

2008 원자력과학캠프 개최

9.

제1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29
10~11

11. 20~21
21
12. 17

2008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2008 발전컨퍼런스 개최(후원)
한국 · 중국 · 베트남 전기포럼 개최
제76회 이사회 개최

2007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개최

18

창간 43주년

23

제1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2009

임직원 해병대 극기훈련

2.

17

제77회 이사회 개최

정책설명회 개최(전주)

3.

10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민병삼, 허제원, 박

6. 1~2
12

규상 이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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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제6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5.

14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토론회 주관

18

창간 45주년

20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23

제84회 이사회 개최

26

제78회 이사회 개최

24

LED조명 사업추진ㆍ사용계획 설명회 개최

10. 14~15
15

11.

제23회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후원

2009 전기산업취업박람회 개최

2

제2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4

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청계산)

4.

5.

7.

8.

사진공모전 심의위원회 개최

2.

18

LED 조명 사용 설명회 개최

24

제81회 이사회 개최

제85회 이사회 개최

18

창간 47주년

19

제1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4

몽골 E&EN 및 몽한 에너지협회와 MOU 체결

29

대구 EXCO와 업무협약 체결

1

전기신문구독료 인상(년 7만원 → 8만4천원)
캄보디아전력청(EDC; 청장 케오 로타낙) 인
사 방문, 양국 전력분야 협력

23

원전산업대토론회 개최(원전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29

제4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천룡C.C)

23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10.

제86회 이사회 개최

10

제7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27

2010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29

제13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8

6.

7

를 위한 원전산업계의 역할)
25
5

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강화도 마니산)

창간 46주년

12.

6

제87회 이사회 개최

8

전기계인사초청 송년의 밤 개최

골프대회경기위원회 개최

11. 18

제82회 이사회 개최
(전기설비구독료 인상(2011.01.01부터, 월 5천

2012

원/년 4만5천원(회원사 3만원) → 월 6천원/년 6

2.

10

제88차 이사회 개최

29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이태훈 이사 사임 /

전기계인사초청 송년의 밤 개최
오류고등학교(구로구 소재)에 장학금 전달

2011
10

중국전력보 관계자, 본사 방문

11.

제3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13

원전산업대토론회 개최(대국민 신뢰성 제고

주식 증자(45,760주)

8. 30~31

2

6
18

만원(회원사 4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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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LED & DISPLAY Korea 개최(공동 주관)

5.

2.

제8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9. 28~30

4.

12.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직원워크숍(양평)

3. 13~14

4.

9

10

2010
27

「미국 전기 저널」과 MOU 체결

(이경춘 제12대 사장 연임)

제80회 이사회 개최

1.

1
10

제79회 이사회 개최

8

12. 25

3.

제83회 이사회 개최

성광용 이사 보선)
3.

21

LED조명 사업추진ㆍ사용계획 설명회 개최

28

RPS 성공전략워크숍 개최

4.

14

제9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5.

16

제15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18

창간 4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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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제89차 이사회 개최

6.

11

임시주주총회 개최(박영근 제13대 사장 선임)

8.

27

제5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

9.

12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설명회 개최

20

9ㆍ15 순환단전 포럼 개최

10. 10
12~13
11.

12.

5

전기사랑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11.

6

고질적 불법 · 불량제품, 해법은 없나 좌담회 제
품안전협회와 공동 주최

8
18

2013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기산업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12.

7

제93차 이사회 개최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 개최(팔공산)
한국전기설계협의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
식 체결

4

2014

오피니언 리더 초청의 밤 개최

2.

10

제94차 이사회 개최

5

원자력 토론회 개최(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

3.

12

LED조명 사업추진ㆍ사용계획 설명회 개최

26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와 원전의 역할)
24

제90차 이사회 개최

(류재선 제14대 사장 선임)
(송재철 부사장 선임)

2013

4.

1.

5.

3.

4.
5.
6.

28
7

8.

LED조명 사업 추진ㆍ사용계획 설명회 개최

제95차 이사회 개최

12

제11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13

제96차 이사회 개최

18

창간 50주년

14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 13~14

직원 한마음 등반대회(광주 무등산)

13

제10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개최

7.

7

전기설비편집자문위원회 개최

18

창간 49주년

8

제97차 이사회 개최

13

제92차 이사회 개최(자본금증자 46,000주 결의)

15

임시주주총회 개최

원자력과학캠프 개최

26

전기신문 산악회(예봉산)

6.
7.

제91차 이사회 개최

3

12

네이버 등록 및 모바일 서비스(m.electimes.

8.

20

제1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com) 개시

9.

22

제7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솔모로 C.C)

15

임직원 백두산 워크숍(8.15~18/3박4일)

10. 29

제98차 이사회 개최

26

제6회 전기사랑골프대회 개최(솔모로 C.C)

11. 21

전기산업계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27

전기시공분야 창조경제 모델방안세미나 개최

9.

주식 46,000주 증자

및 시상식 개최
27

2014 전기사랑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한전기협회 30,000주/한국전력기술인협회
5,764주/한국전기산업진흥회 5,000주/한국전
기공업협동조합 5,000주/기타 236주)
11

9.15 순환정전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전력산업
토론회(대한전기학회 주최) 후원

25
10. 31

제16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기설비 창간 30주년

541

편찬후기

전기신문 50년사가 1년여의 긴 작업 끝에 마무리되는

사실 전기신문 50년사는 2013년 하반기에 구성돼

모습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전기신문 50년사 TF’에서 발행

1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전기신문 반세기의 역사를

계획과 편찬방식 등이 거론되면서 본격화됐다.

고스란히 담아내고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적은 시간이

당시 TF는 전기신문 50년사를 우리만의 이야기뿐만

었지만 편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문사 직원

아니라 전력산업의 역사까지 함께 다루는 ‘대한민국

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에 완성도 높은

전력산업 50년사’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만의 ‘역사책’이 만들어져 다행이다.

1권은 전기신문의 50년 일대기를, 2권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역사를 담아 소장가치가 높은 유익한 자료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힘들게 만든 50년사가
발행 당시에만 잠깐 주목을 받다가 먼지 낀 도서관이나
책장 속에서 잠드는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당시 TF는 전력산업의 역사를 되짚을 때마다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그런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전기신문과 국내 전력산업의
역사를 1·2권으로 분리해 발행하자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고, 전기신문 50년사 안에 국내 전력산업의 흐름을
이슈별로 정리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기신문의 일원으로서 이번 50년사는 새로운 반세기를

다시 한 번 미력하지만 전기신문 50년사의 편찬에

시작하면서 신발 끈을 힘껏 졸라매는 계기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스럽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게 생각하며, 전기신문의 후배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하늘의 이치와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맞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업계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전력

전기신문의 미래는 솔직히 녹록치 않다.

산업의 반백년 역사를 이해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는 신문시장을 급속히

볼 수 있는 사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위축시키고 있고,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취재와 보도, 편집, 광고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신문의 100년 미래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50년사를 통해 지난 선배들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정치 불안의 혼돈 속에서 전기신문을
어떻게 지켜왔고, 후배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편찬위원 일동

편찬위원회
위원장

부사장  송재철

편찬실무

편집국장  연규해
광고국장  이홍우
전력에너지팀장  유희덕
광고1팀 과장  강유정
산업경제팀 수석기자  윤정일
편집팀 선임기자  이관옥
광고1팀  홍예문
전력에너지팀  이진주
전력에너지팀  박은지

표지휘호

금봉 박행보
   1935. 6. 26 生
   2003년 옥관문화훈장 수상
한국문인화협회 이사장 역임

창간 50주년 기념휘호 : 應天順人(응천순인)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사람의 진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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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전기신문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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