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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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신문 발행

01

초기 

조직 구성 

● 전기신문 편집회의  198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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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따른  조직 개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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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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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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신설 등 

이어지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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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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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ARTⅡ 독자와 함께 한 50년, 그 역정(歷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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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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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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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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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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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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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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어려움 딛고 

꾸준히 성장

 

재무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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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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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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자본금 

19억으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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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1 116.3 190.55 86.25 93.18 105.53

특별 수익 102.4 115.5 105.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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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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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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변동 사항

년 월 일

주식

종류

증자

주식 수

증자 

금액

증자 후 

자본금 비 고

- 보통주 30,9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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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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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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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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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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에서 

범전기전문지로

독자를 위한 편집

01
● 1964년 

당시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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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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대한전기신보 

당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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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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기신보는 진정한 신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11월 5일 계획

대로 지령 835호를 신문 대판으로 발행했으며, 첫 호는 모두 12면으로, 1면과 8면은 컬러판으로 특

주 2회

16면 증면까지

>> 주요 편집 변화 (1964 - 1980)   

연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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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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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편집 변화 (1981 - 1998)

연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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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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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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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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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가로짜기 

편집 시행을 알리는

신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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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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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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를 위한 

컨텐츠의 진화

● 살구색 용지로 바뀐 

2002년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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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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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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Pow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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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요 일
11월 3일

2 0 0 3 년
http://www.jung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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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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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 기사를 만들어 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 2007년, 전기신문은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점프

(JUMP)2007’을 슬로건으로 삼고, 재도약을 다짐하고, 3월 19일 봄 개편을 통해 핵심뉴스를 1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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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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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만의 

목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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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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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한전배전품질팀장

“선정된中企제품엔아낌없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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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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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송변전기술팀장

“동반성장�기술협력�효율적지원이핵심”

우리는중소기업을이렇게지원한다

“숨은옥석들이보석으로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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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선정과정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동참하고, 능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

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제

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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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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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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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벤처기업으로서자긍심갖자

한전은 올해 선정된 37개 업체들이‘혁신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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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일기자<yunji@>

인

터

뷰

한전,중전기기등3개분야37개社‘혁신형전력벤처기업’선정

업계기술개발�혁신선도하는전력산업계‘리딩컴퍼니’役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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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들어 전기신문은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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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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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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신문은 사회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도 꾸준히 게재했다. 

사진은 출산 장려 프로젝트 

‘행복이 방울방울-다둥이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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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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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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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

문화대상

함께하는 사업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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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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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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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 후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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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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전기문화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경춘 서원전업 대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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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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창간 40주년 기념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진 

제7회 전기문화대상시상식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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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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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1 1997. 5. 16 전기문화대상 1 대상

전기문화창달상 국회통상산업위원장·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국회환경노동

위원장·국회건설교통위원장

23

전기문화상  민간 표창 통상산업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중소기업청장 ·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사장 감사패

28

총 수상자 52

2 1999. 5. 14 전기문화대상 1 대상

국회산업자원위원장 5 표창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5

국회환경노동위원장 5

국회건설교통위원장 5

산업자원부장관 15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3

중소기업청장 5

한국전력공사사장 10 감사패

총 수상자 66

3 2000. 11. 23 전기문화대상 1 대상

전력산업발전분야 산업자원부장관 15 표창

원자력 및 
과학기술발전분야

과학기술부장관 5

전력안전분야 노동부장관 5

건설전기분야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발전분야 중소기업청장 5

-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총 수상자 43

4 2001. 10. 11 전기문화대상 1 대상

대통령 2 표창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5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 제1회 전기문화대상은 전기문화창달과 

전기산업공로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행사로 업계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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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4 2001. 10. 11 중소기업청장 5 표창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총 수상자 86

5 2002. 5. 24 전기문화대상 1 대상

산업포장(褒章) 1

대통령 2 표창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4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청장 6

한국전력공사사장 6 감사패

총 수상자 48

6 2003. 5. 29 전기문화대상 1 대상

석탑산업훈장 1

근정포장(褒章) 1

대통령 2 표창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7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5

중소기업청장 5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7 공로패

총 수상자 59

7 2004.5.18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 감사패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16

산업자원부장관 5

>>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347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7 2004. 5. 18 정부 부문 과학기술부장관 5 표창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7

총 수상자 52

8 2005. 5. 18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7 감사패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 2 표창

국무총리 3

산업자원부장관 16

과학기술부장관 5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53

9 2006. 5. 24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8 감사패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 1 표창

국무총리 2

산업자원부장관 21

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58

10 2007. 5. 24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 제7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저소득 단전가구를 위한 

‘빛 한줄기 나눔행사’를 같이해 

전기인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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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10 2007. 5. 24 정부 부문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2

산업자원부장관 23

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건설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65

11 2008. 5. 21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74

12 2009. 5. 20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72

>>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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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13 2010. 4. 29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4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총 수상자 72

14 2011. 5. 19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4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2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5

총 수상자 82

15 2012. 5. 16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30

>>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 제1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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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시상 일시 수상 부문 수상자(명) 비고

15 2012. 5. 16 정부 부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표창

노동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3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5

총 수상자 82

16 2013. 9. 25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4

지식경제부장관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6

노동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5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5

총 수상자 83

17 2014. 8. 20 민간 부문 전기문화대상 1 대상

한국전력공사사장 10 표창

정부 부문 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3 표창

국무총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중소기업청장 6

서울특별시장 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5

총 수상자 84

※ 주요 수상자 명단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 한국전기문화대상 연표  (1997 - 2014, 분야별 상세 수상자는 부록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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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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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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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책은 참석 당시 기준임.

● 제11회 전기문화대상에 
참석한 귀빈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제11회 전기문화대상 
수상자들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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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문화대상은 이제 전기업계 최고의 시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시상식에 참여한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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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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 상암월드컵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한 

제6회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참가자들

200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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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마라톤대회에 KBS 1박2일 촬영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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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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이벤트로 성황을 이룬

2014년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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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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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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심포지엄

세미나·컨퍼런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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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수변마당(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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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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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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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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전기사랑 워크숍

200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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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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전기사업 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연도 일시 장소 참석지역 비고

2004 4. 7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여명 제1회 전기사랑 워크숍

2005 6. 30 양재동 aT센터 200여명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개최

2006 5. 26 전기공사협회광주시회 대강당 100여명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주최, 
전력거래소와 공동 주관

  
6. 30 전기공사협회대구시회대강당 〃

9. 8 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대강당 〃

10. 19 대전유성호텔(종합설명회) 〃

2007 5. 3 청주 50여명

6. 12 전주 〃

9. 대구 〃

12 11 서울(종합설명회)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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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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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LED 조명 사용 추진·계획 설명회 개요 

회차 일시 장소

참석자 
수(명)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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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공공기관 

LED조명 

사용계획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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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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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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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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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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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랑

 원자력 과학캠프

>> 원자력과학캠프 공동 개최 현황 (2004 - 2008)

연도 일시 장소

참가자 
수(명) 비고

2004 8. 4~6 충남 조치원

청소년수련원

275명

2005 8. 3~5 〃 307명 역대 최다 참가자

2006 8. 3~5 공주

유스호스텔

279명

2008 7 .28 ~ 30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2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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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와 원자력문화재단이 공동 개최한 2008 원자력과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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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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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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너지 

취업박람회

● 원자력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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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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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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Chapter 2 독자와 함께 호흡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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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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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박람회 개최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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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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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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협회가 수행한 전기 인력 수요 설문조사 결과

>>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현황 (2004 - 2009)

개최연도 일시 장소 참가 업체 비고

2004 10. 11~23 http://job.keca.or.kr 사이버취업박람회

2006 10. 10 ~ 11 서울무역전시장 100여개사 산업자원부장관 외 10,000여명 참석

2007 10.  1 ~  2 서울무역전시장 100여개사

2008 11. 10 ~ 11 코엑스 대서양홀 80여 업체 구직자 4,000여명 참석

2009 10. 27 ~ 28 코엑스 대서양홀 80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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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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협회가 수행한 전기 인력 수요 설문조사 결과

● 2007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귀빈들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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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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랑 

사진전

● 전기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모작품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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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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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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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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랑 

골프대회

● 2014 전기사랑 사진 공모전 

상명대학교총장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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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전기사랑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대회가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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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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