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특 집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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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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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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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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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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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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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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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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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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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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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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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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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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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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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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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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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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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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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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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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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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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431

0

010

063

발전노조 총 파업

020

030

040

200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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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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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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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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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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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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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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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ve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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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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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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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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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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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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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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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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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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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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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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세분화

변경 추진
중·
폐기

정에서
료주기
기물,
및 방사
방사성
료재
폐기물

분류
장이 힘
확대되
것이란

상으로
년까지
성동
어현
면건
국내에
기물을
의방
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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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겠습니다.
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리드
보안 종로구
전략 및원남동
보안 49-16번지
기술<상>
울특별시

EL:02)763-0205~6(代), 02)2266-0046

AX:02)763-0047 http://www.lamp21.co.kr

mail:jk0046@hanmail.net

인정보 유출 등

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책
마련 필요”
별시 종로구 원남동 244-1번지

)763-9315(代) FAX:02)76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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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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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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발로 뛰어 온 현장 50년

05

50

060

070

080

0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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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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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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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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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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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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

최인규 한전 영업본부장

4면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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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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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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구

이 사

최 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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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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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어 온 현장 50년

전기공사공제조합

05

50

060

070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080

090

electimes.com

구독·광고접수 (02)321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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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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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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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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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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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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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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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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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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이진주 기자<kube@>

전기신문이 선정한 전기에너지 뉴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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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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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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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형 디지털 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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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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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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전 부하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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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
발전사는 운영₩정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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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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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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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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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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