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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 요금제도를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몇 년 사이에 겨울철 한파가 한층 더 심해질 만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겨울철 전력소비가 급증해 설비 예비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발전소 추가 건
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경제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전기소비가 많은데 
더 많은 전기를 계속 쓰기 위해 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현재의 전기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전기 과소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 과소비는 1차 에너지원보다 싼 2차 에너지 요금체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곡된 요금체계로 인해 1차 에너지원의 40%에 못 미치는 전기를 다시 열로 쓰는 비효
율적인 전기 열소비가 전체 전기소비의 24%까지 확대된다던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
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야근을 종용하는 관행이 생긴다거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
히는 ‘광공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용과 가정용에 비해 값싼 산업용 요금 
체계는 산업계의 전기 과소비를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원가를 보
장하지 못하고 판매량이 급증하자 한국전력공사의 수 조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채
워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값싼 
전기요금에 기반한 산업계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토론회에
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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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소비 급증, 원인과 해결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한경

  지난 1월 17일 정오에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은 7,314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
였다. 이번 겨울 들어 최대 전력 사용량은 4차례나 경신됐으며, 최대전력 기록 당시의 
예비 전력은 비상 상황인 400만㎾ 근처까지 내려와 전력공급예비율1)은 5.5%에 불과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기록적 최대전력수요와 낮은 공급예비율도 수급 긴장기에 소비
자의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 보상을 하는 한전에서 운영하
는 주간예고 수요조정이나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 등의 다양한 수요관
리제도를 동원하여 150만㎾ 정도의 수요를 감축시킨 이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위
급한 비상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절기에 온도가 1도 내려갈 때마다 전력 사용량은 50만㎾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1월 17일 월요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4.1도였으며, 그 전날 일요일의 최저
기온은 -17.8도였다. 만약 일요일의 최저 기온 수준이 평일인 다음날에도 이어졌다면 
예비전력이 200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사태가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대형 발전소 중 한 곳 이상
이 고장 날 가능성은 낮은 확률이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국적인 
정전 사태마저 빚어질 수도 있다. 예비력 400만kW는 전력수요 대비 전력의 공급설비
의 공급여력이 6% 이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의 확률적 변동 가능성을 
생각할 때 광역정전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으
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대전력수요 발생일인 1월 17일 오후 4시 8분경 여수산업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가 20여분 만에 복구됐다. 이 사고로 GS칼텍스 1·2공장, 제일모직, LG

1) 전력공급예비율은 일정 시점에 쓰이고 있는 전기와 비교하여 얼마나 전기를  더 공급할 수 있는가를 보

여주는 수치로, 예컨대 현재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데 소비되고 있는 전기가 80이라

면 20만큼의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력예비율은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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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남해화학 등 석유화학공장 24곳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업체의 재산피해액만 
최소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력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의 피해비용, 즉 전력공급지장비용은 전력공급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전체 계통의 전력수급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
야기는 없지만, 예비율이 5%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규모 정전사태의 발생 가능성
은 크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석유화학과 반도체 산업은 전기가 끊기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1년 365일 쉼 없
이 일관 공정의 공장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한 순간의 정전으로 석유화학 공장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파이프와 설비에 각종 석유화학 원료와 제품이 남아 굳는다. 딱딱하
게 굳어 버리면 공기 등으로 제거하는데 빨라도 이틀, 길게는 1주일 넘게 걸린다. 제철
산업의 용광로 생산 공정도 이와 비슷하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경우도 단 1초의 정전
사태로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겨울의 전력난은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급설비의 규모와 구성은 몇 년 전의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적어도 4∼5년 전에 예측
한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전력난은 몇 년 전 예측한 수요에 
비해 실적수요가 크게 높아서 나타난 문제라 할 수 있다. 잘못된 예측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수요예측에서의 오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과거의 추세와는 다른 수
요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전기난방이 꼽힌다. 전
기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전기온풍기, 바닥전기장판, 전기히
터 등의 판매가 확대되고, 학교 냉난방설비로 EHP 교체가 급증하면서 난방수요는 매
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온 데다 기록적 한파가 겹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계속 최대
치를 경신하게 된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겨울 전기난방 수요는 전체 전력수
요의 24%로 2004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회복으로 전체 전
력 판매량의 54%인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
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아직 경기가 완전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지
금의 전력수급 상황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나마 수요가 낮아진 상태에서 빚어진 결과
라는 점에서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것이 분명하다. 금융위기가 심각한 국가적 전력위기를 막아준 형국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력을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총량지표상으
로 볼 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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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1.7배나 된다.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8,833kWh로 국민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의 7,818kWh를 크게 웃돈다. 2010년도 우리나
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10.1%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작년 말에 정부에서 공표
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15년간 전력소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9%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작년의 전력소비증가는 증가율 기준으로 향후 약 4∼5년에 걸쳐 나타
나야 할 전력소비증가분이 한해에 한꺼번에 나타난 것에 해당한다. 당장 전력공급설비
를 늘릴 수 없는 단기적인 제약 하에서 나타난 전력소비 급증은 값비싼 가스발전이 
50% 이상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작년도에 발전용 에너지 소비증가가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증가의 50% 이상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0%를 기록하여 
2009년에 이어 연속으로 경제성장율을 상회하였다. 다른 OECD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적색성장 현상이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계속되고 있다.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는 특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전력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겨울철 전력난을 맞이하여 정부는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수도권전철 등 도시 철도의 운행간격을 
1분 내지 3분 연장하고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대형 사업장과 건물에 있는 개별 
난방기를 지역별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0분씩 순차적으로 운행토록 하고, 이
와 함께 공공기관은 난방기 사용을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5시에서 6시 두 차례씩 
중단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초단기의 임시적 처방에 불
과하다. 강제적 소비억제나 공급제한과 수요감소에 대한 보상 등의 비상수단으로는 부
가비용만 늘어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수요구조가 지속되
면 적어도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두 번의 동절기에도 비상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의 전력소비 급증 현상의 기저에는 공급원가에 비해 크게 낮은 전기요금이 자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2009년 기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2008년도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고 도
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그 결과 2008년도에 전기요금은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여 한전은 3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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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후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2010년도 전기요금은 연평
균으로 원가의 91%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큰 폭의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한전
의 적자는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최고급에너지에 속하는 전력의 가격이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발전용 연료보다 열량
당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전력의 과소비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은 물
론 공장, 화훼시설, 축사까지 유류나 천연가스보다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전력으로 
난방을 하는 전력과소비가 나타나고, 이를 위해 값비싼 가스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
는 국가적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EHP(전기 냉난방기) 설비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
럼 비춰지는 것은 기름값보다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 빚어낸 단편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에너지 부문 관련 공기업의 손실증가나 수
입감소 폭은 자구노력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어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인도 하락과 자금조달비용 상승,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은 이
미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투자위축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 잠재력은 물
론 소비자의 편익을 훼손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력소비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적정한 요금수준에서는 불필요한 설비
확장이 요구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에너지수급구조의 왜곡 
문제로서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에너지소
비 및 공급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낮은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과소비는 결국 국
제수지 악화와 원화가치 하락 등을 통해 에너지가격 인상압력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과소비와 연료 선택의 왜곡에 더하여, 전
력과 같은 고급에너지를 쓰는 계층이, 그것도 많이 쓸수록 원가 이하 요금의 혜택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은 소비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낮은 요금은 개방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의 부담이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착되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에너지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 대한 낮은 가격은 공급 측면에서 녹색에너지산
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요 측면에서 일반국민의 에너지절약의지를 약화시키며,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도 위축시킨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현실
화될 경우 에너지부문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배출 관련 비용부담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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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추가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요인이라 할 수 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한 이러한 잠재적 사회적 비용 상승분의 반영에 앞서 발생된 공급비용만이라도 제대
로 반영하는 비용 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에너지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녹
색성장의 최소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미 발생되어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으로 흡수해야 할 비용을 반영하는 적정수준으로
의 에너지가격 인상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인 것처럼 잘못 비쳐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에너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성역으로 치부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이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는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석탄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에도 국제 에너지가격은 전년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기요
금 조정 시기를 너무 늦추어 전력가격이 경쟁연료인 석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4년 연속으로 지속될 경우, 전력과소비 현상이 고착화되고 산업구조 또한 에너
지 다소비 형태로의 전환이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1982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30%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14.5%에 불과했다. 따라서 단기적 물가관리에 앞
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요
금 조정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법으로(고시개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약속한 금년 7월의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을 위하여도 가능한 한 그 
이전에 전기요금을 원가에 접근시키는 현실화가 시급하다. 합리적 에너지소비구조 유
도를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실시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의 신뢰도 평가와도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소비구조 왜곡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전기요금 동결을 통해 얻는 물가 안정의 국가적 편익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된
다. 전기요금 동결을 통해 얻는 정도의 물가 안정을 다른 에너지부문을 통해 달성하면
서 전기요금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조합을 달리 가져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에너지가격을 통해 정부가 목적하는 바,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그저 정부 손안에 있다
고 생각하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억제 보다는 이미 시장에 맡겨진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유와 LPG의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잠정적인 세금 인하가 오히려 바람
직하다. 그 이유는 어느 경우이든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비용
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 Mix를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미 가격이 자율화된 에너지와 정부규제 에너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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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격 왜곡이 최근 몇 년간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에너지소비구조에
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 즉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에
너지부문의 물가안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에너지가격을 통한 물가안정은 그 동안 
원가 이하로 억눌러 왔던 전기와 도시가스의 요금을 계속 내리누르기보다는 가능한 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가격자율화 조건에서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석
유제품 가격의 추가적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정책효과 면에서 크게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왜곡된 전기가격이 전력수급의 근본 원인이라는 건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색이 가미되어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변질되어 있다. 좀 더 적극적으
로 전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국민적 노
력이 요구된다.

[그림 1] GDP대비 전력소비량('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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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용 전력가격 (US$/kWh)

한국 미국 일본 독일 OECD 평균

경질유 1,073.8 740.4 860.7 820.3 875.1 

도시가스 643.0 511.1 N.A. N.A. 717.5 

전력 894.4 1,342.7 2,647.0 N.A. 1,758.1 

<표 6> 가정용 에너지가격 국제비교(시장 환율 기준, 2009)
(단위 : USD/TOE)

              자료 :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10 2nd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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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석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스 - - - 54.3 48.7 51.5 55.8 44.3 59.9

전력 129.6 128.9 113.1 99.3 85.9 82.7 83.6 64.8 83.3

OECD

석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스 96.9 92.2 91.6 89.5 79.3 79.0 73.3 57.2 82.0

전력 262.7 276.4 254.4 227.0 183.4 173.8 175.4 137.1 200.9

일본

석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스 262.3 274.7 266.5 245.7 197.7 166.7 168.8 - -

전력 440.8 461.0 433.3 397.0 313.7 250.8 252.0 193.3 307.5

미국

석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스 106.4 95.9 98.1 98.5 88.4 82.3 69.2 58.4 69.0

전력 256.5 279.2 244.3 224.1 177.6 169.6 154.2 132.2 181.3

영국

석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스 100.4 128.1 111.9 101.6 83.6 92.1 90.9 74.5 -

전력 369.5 445.3 385.6 346.0 270.5 279.0 275.9 218.4 -

<표 7> 석유가격 기준 에너지 가격 비율(%)

              자료 :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10 2nd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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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요금관련 한전의 경영지표 및 참고자료

□ 투자보수율 추이
구 분 ’05 ’06 ’07 ’08 ‘09

적정투보율(%) 6.1 6.4 6.0 5.6 5.63

실적투보율(%) 5.4 4.5 3.5 -6.1 1.56

적정미달분(%) -0.7 -1.9 -2.5 -11.7 4.07

□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7 ‘08 ‘09 ‘10 추정

개 별(%) 49.1 63.3 70.3 82.0

연 결(%) 87.3 114.0 125.1 (3Q)139.2

□ 경영실적
구 분 ‘07 ‘08 ‘09 ‘10 추정 ‘11 예산

영업이익(억원) 3,300 △36,592 △5,687 △21,000 △17,728

당기순이익(억원) 15,568 △29,525 △777 - △13,433

매출액(억원) 289,839 315,224 336,857 388,422 -

매출액 영업이익률(%) 1.1 △11.6 △1.7 △5.6 -

 * ‘10년 당기순이익은 지분법손익 등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추정에서 제외

□ 전기요금 원가보상률
구 분 ‘07 ‘08 ‘09 ‘10추정

원가보상률(%) 93.8 77.7 91.5 90.9*

□ ‘11.1월 현재기준 한전 주식 PBR : 0.48
   * 산식 = 현재 주가(29,000원) / BPS(60,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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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_________ (토론 4) 지속가능한 전력, 전기요금 합리화와 소비자 정보 제공

지속 가능한 전력

전기요금 합리화와 소비자 정보 제공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1. 국내 전력 소비 현황

□ 한국의 에너지 수요는 다른 OECD 가입국들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인구 규
모 대비 에너지소비량을 감안할 때 에너지 수요억제를 위한 노력은 산업계와 소비
자 파트 등 전 분야에서 필요한 상황임.

구 분 2005 2006 2007 2008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70.9 173.6 100.0 1.6
180.5

[181.5] 100.0 4.0
[182.6] 100.0 [0.6]

산업 94.4 97.2 56.0 3.0
102.9

[104.3]
57.0

[57.5]
5.8

[106.5] [58.3] [2.1]

수송 35.6 36.5 21.0 2.7 37.6
[37.1]

20.8
[20.4]

2.9
[36.2] [19.8] [-2.4]

가정․상업 36.9 36.0 20.7 -2.4
35.9

[35.9]
19.9

[19.8]
-0.3

[35.8] [19.6] [-0.2]

공공․기타 4.1 3.8 2.2 -5.7
4.1

[4.2]
2.3

[2.3]
7.9

[4.1] [2.3] [0.0]

에

너

지

원

별

석탄 22.3 22.7 13.1 1.6 23.5
[24.2]

13.0
[13.4]

3.7
[26.2] [14.4] [8.3]

무연탄 3.9 4.3 2.5 11.3
4.4

[4.6]
2.4

[2.5]
1.9

[5.0] [2.7] [13.6]

유연탄 18.4 18.4 10.6 -0.5
19.1

[19.7]
10.6

[10.8]
4.1

[21.2] [11.6] [7.6]

석유 96.7 97.0 55.9 0.3 100.5
[100.6]

55.7
[55.5]

3.6
[97.2] [53.2] [-3.4]

도시가스 17.8 18.4 10.6 3.2
18.9

[18.9]
10.4

[10.4]
2.6

[19.8] [10.8] [4.8]

전력 28.6 30.0 17.3 4.9
31.7

[31.7]
17.6

[17.5]
5.7

[33.1] [18.1] [4.4]

열에너지 1.5 1.4 0.8 -6.9 1.4
[1.4]

0.8
[0.8]

0.9
[1.5] [0.8] [7.2]

기 타 3.9 4.1 2.4 5.0
4.5

[4.5]
2.5

[2.5]
9.8

[4.7] [2.6] [4.5]

[표 1]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단위 : 백만toe)
※ 2007년 이후는 개정열량 환산계수 적용,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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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리성과 가격 안정으로 특히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 859kWh/년에서 '09년 8,092kWh/년으로 약 9배 

증가
-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설비도 '80년 9,391MW에서 '09년 73,470MW으로 

약 8배 증가

[표 2]  국내 전력수급 현황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최대수요(MW) 5,457 17,252 41,007 54,631 58,994 62,285 62,794 66,797

발전설비용량(MW) 9,391 21,021 48,451 62,258 65,514 68,268 72,491 73,470

설비예비율(%) 72.1 21.8 16.8 13.0 9.8 7.9 12.0 9.8

1인당 전력소비량
(kWh/년) 859 2,206 5,067 6,883 7,191 7,607 7,922 8,092

명목전기요금
(원/kWh)

50.9 52.9 74.7 74.5 76.4 77.9 78.8 83.6

 * 출처 :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2010.12)

○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 따라서 산업용 경부하요
금에 의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일본 대비 3.2배, OECD 평균 대비 
1.8배임.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1998년 0.379에서 2007년에는 0.322로 개선되었으나, 
일본의 0.101, OECD 평균 0.187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IEA, 2008). 

○ 전력소비량 증가율(연평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70년대) 16.7% → (80년대) 10.8% → (90년대) 9.5% → (2000년대) 5.7%
- 주택용은 1990년대  8.6%에서 2000년대 6.2%로 둔화
- 상업용은 1990년대 13.9%에서 2000년대 7.4%로 둔화(증가율이 가장 높음)
- 산업용은 1990년대  8.2%에서 2000년대 4.6%로 둔화



27_________ (토론 4) 지속가능한 전력, 전기요금 합리화와 소비자 정보 제공

[표 3]  기간별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단위 : %)
기간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총 전력소비량

‘70~’79 22.6 12.6 16.7 16.7
‘80~’89 12.4 13.9 9.6 10.8
‘90~’99 8.6 13.9 8.2 9.5
‘00~’09 6.2 7.4 4.6 5.7

 * 출처 :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2010.12)

○ 최대전력의 전년 대비 증가량 점차 증가
- 최대전력의 전년대비 증가율(연평균)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70년대) 14.7% → (80년대) 11.9% → (90년대) 8.9% → (2000년대) 5.6%
- 그러나, 최대전력의 전년대비 증가량(연평균)은 점차 증가
  * (70년대) 422㎿ → (80년대) 1,067㎿ → (90년대) 2,227㎿ → (2000년대) 

2,866㎿

2.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용도에 따라 6종 및 심야전력으로 구성됨.
   2009년 전력판매량 기준 주택용 약 20%, 산업용 등이 약 80%임

○ 용도별 요금체계(6종) :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
○ 주택용은 총 6단계 누진제도(11.7배)가 있고, 일반용과 산업용은 용량 및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농사용, 가로등은 단일요금)

□ 국내 에너지 가격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전기요금
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실정임

* 2009년 한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OECD 평균의 51%, 54.2%

○ 평균 전기요금은 83.59원/kWh(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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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기요금 국제수준 비교 (2009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종합(원/kWh) 83.59
(100)

202.3
(242)

115.48
(138)

142.19
(170)

184.39
(221)

  * 환율 2009년 12월 기준

○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은 전력 과소비 및 최대전력 발생의 원인
-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원가보상율 93.7%, 2010년 기준)
○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용 증가
- 산업부문,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현

상 유발 

[표 5]  제조업부문 GDP 대비 전력사용량(kWh/$)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제조업부문 
GDP 대비 

전력사용량(kWh/$)
0.7624
(100)

0.3434
(45)

0.5175
(68)

0.4868
(64)

0.4915
(64)

0.3401
(45)

출처 : OECD/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8

 - 가정․상업부문 전기소비는 가전기기나 설비, 조명기기에 의한 것으로 생활의 편리
성 향상 추구, 대형 가전기기 보급 증가로 전력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류 등 1차 에너지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상대가격 왜곡 심화로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 유발함.

  * ‘09년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 
     : 한국 8,502, 일본 8,475, OECD 평균 8,477
  * ‘08년 에너지가격 비교(석유:가스:전력)
    : 한국(100:44.3:64.8), OECD 평균(100:57.2:137.1)
  * 전기 : 가격(‘02년 : 100 → ’09년 : 112)
           소비량(‘02년 : 100 → ’09년 : 142)
  * 등유 : 가격(‘02년 : 100 → ’09년 : 198)
           소비량(‘02년 : 100 → ’09년 : 33)
○ 최근 전기난방 수요 급증으로 동절기 최대 난방부하 증가 : 비상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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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근 6년간 동절기 최대 난방부하 증가 추이
(단위 : MW)

구분 ‘05 ‘06 ‘07 ‘08 ‘09 ‘10
난방부하 1,013 1,097 1,341 1,415 1,664 1,845

난방부하 증가량 - 84 244 74 249 181
동계 최대전력 5,445 5,551 6,094 6,265 6,896 7,314
최대전력 대비 난방부하 비중(%) 18.6 19.8 22.0 22.6 24.1 25.2

  * 겨울철 난방부하 기준 기간 : 당해 연도 12월부터 익년도 2월
  * 출처 : 전력거래소 내부 자료, 2010

3. 소비자관점에서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위한 방안

□ 소비자의 에너지절약은 기기의 효율과 사용 방법, 소비자의 생활습관이나 에너지절
약의식 등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격, 
규제, 정보 제공, 교육이며, 에너지 사용 문제의 해법은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서 찾을 수 있음.

3.1 가격 조정 : 전기요금의 합리화

○ 가격 요인은 소비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소비자들은 가격이라는 강력한 신호에 열전환 효율이 낮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원
에 비해 싸다는 것,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다 사용하게 됨.

-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세제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여 왔음. 에너지원간의 형평성에 어긋난 세제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에너지 낭비 요인이 됨. 

- 높은 유류세제와 낮은 전기요금간의 불균형은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의 대표적인 
예임. 

- 특히, 심야전력요금과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등과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제
도로 인해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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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누진 요금 체계(6단계, 
11.6배)로 인해 일반 소비자(주택용)들은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산업용 등 원가이하 전력 요금을 주택용이 보조하고 있는 현재 에너지요금 체계에

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용한 에너지량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 현재의 비합리적인 에너지가격구조로는 소비자에게 절약을 강조해도 설득력을 갖

지 못함. 따라서 에너지세제와 요금조정이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와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부문별, 연료별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가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 함. 

○ 에너지세제조정을 통해 유류세 부담을 줄이고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경부하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에너지가
격구조 개편을 전제로 소비자들은 비용 절약이 아닌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효율적
인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임.

3.2 규제와 정보 제공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효율화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으로, 에너지효율화 확산을 위
해 사용되는 방법은 에너지효율표시제도를 통한 규제와 정보 제공임.

- 효율화는 기업이 고효율기기를 생산토록 하는 기술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킬 수 있으며, 고효율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
여,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고효율기기 구매가 기업의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
도록,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소비자단체의 정보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함.

-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구입하려면 초기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함
(실질적인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의 가격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고
효율기기의 초기 구매 비용과 회수 기간은 고효율기기 구매의 장애 요인이므로, 
고효율기기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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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효율제품 구매를 확산시키
는데 한계가 있음.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요인과 에너지효율표시의 관계를 보면, 
에어컨과 같은 일부 기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에서 에너지효율정보는 실제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열기기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비합리적인 전기난방을 유도하면서 우리사회를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구조로 변화
시켰음. 

○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시를 확대해나가고 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한편 판매처에서 고효율기기 구매를 권장하는 그린마켓을 활성화시
켜야 함.

3.3 소비자교육 : 소비자인식 제고 및 구체적인 실천 유도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수준 정도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에너지 사용량보다는 에너지사용에 대한 지불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에너지원별간 형평성 없는 가격 구조 조정이 필요
함

- 에너지 요금체계에 대한 지식 정도도 높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다른 요금에 비해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약38%(소비자시민모임, 2008)이며, 자동차 연료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3.7%(소비자시민모임, 2010).

-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에너지사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전국 2,500명 성인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
화 원인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영국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절
감을 위한 실천 행동 정도가 낮게 나타남(소비자시민모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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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에너지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왜곡된 에
너지시장에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에너지비용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에
너지 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일례로, 전열기기는 겨울철 전력 부하의 주범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방법
으로 전열기기 사용을 권장하는 곳도 있음

○ 에너지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이 없는 소비자 행동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
지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요금체계, 에너지효율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실천을 유도해야 함.

□ 거버넌스 : 협력과 소통

○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행동 변화 유도는 지속가능
한 에너지체계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유럽의 경우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20%를 줄이기 위해 ‘20% Energy 
Saving by 202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서도 소비자의 의식 제고 및 
실천이라는 소비자적 접근을 통한 행동 변화를 중요시함(European Commission 
Energy Efficiency Legislation, 2007). 

○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현재의 에너지문제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문화의 변화가 핵심적임. 소비자 역
량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최근 세계적으로 제정이 확정된 ISO26000(사회책임)규범은 7개 분야별 각 주체
들의 사회책임 역할을 규명하고 있음. 이 중 소비자 이슈에는 지속가능한 소
비의 적극 권장, 소비자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에너지절약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음을 보여줌.

○ 정부-언론-기업-소비자/시민사회계의 협력을 통한 win-win이 절실함. 기업은 고
효율기기 개발 및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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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구조 하에서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으
로 지원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계가 함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효율
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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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_________ (참고자료)



 (참고자료) _________ 48

‘10.12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두자리수 증가세(10.6%)

- 전체 전기수요는 7.3% 증가 -

□ 1.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2월 전력판매량은 392.9억kWh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여 ‘09.4월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ㅇ 산업용 판매량은 210.9억kWh(전체 전력판매량의 53.7%)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기계장비(22%), 철강(21.9%)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업종별 증감률(%) : 기계장비 22.0, 철강 21.9, 반도체 12. 8, 자동차 11. 2,

조립금속 8.7, 석유정제 6. 4, 조선 4.9, 섬유 4. 1, 화학제품 4.1, 펄프종이 2.

5

ㅇ 주택용 및 일반용 판매량은 소비 심리개선 및 난방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

비 각각 3.3%, 5.2% 증가

* 월 평균기온(전력수요예측에 적용되는 5대도시) : (’09.12월) 1.1℃→ (’10.12월) 0.8℃(△0.3℃)

'09.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전체전력판매
증가율(%) 12.1 15.6 11.8 9.1 10.8 11.1 8.9 9.6 12.8 8.1 8.1 7.7 7.3 

산업용전력
판매증가율(%) 18.6 24.0 15.2 12.6 11.9 13.8 11.6 11.1 12.3 4.9 11.1 10.5 10.6 

전체전력판매

증가율(%)

산업용전력

판매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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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 <전체 및 산업용 전력판매량 증가율>

* 산업용 전력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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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09년

11월 12월 연간 12월 연간

SMP 105.74 ( 1.2) 131.43 ( 12 .6 ) 117.77 ( 12.1) 116.77 (△30.2) 105.04 (△14.3)

정산단가 63.89 ( △6.2) 75.83 ( 3 . 1 ) 73.09 ( 10.2) 73.56 (△13.9) 66.34 ( △2.9)

□ ‘10년 연간 전력판매량은 4,341.6억kWh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ㅇ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2,326.7억kWh(전체 전력판매량의 53.6%)로 전년대비

12.3% 증가

* 전체 전력판매량 : ('09년) 3,944.75억kWh → ('10년) 4,341.60억kWh(+10.1%)

* 산업용 전력판매량 : ('09년) 2,072.16억kWh → (‘10년) 2,326.72억kWh(+12.3%)

ㅇ 산업용 이외의 교육, 주택, 일반 등 용도별 연간 전력판매량도 증가

* 교육용 15.3%, 주택용 6.4%, 일반용 8.7%, 농사용 10.2%

□ '10년 연간 및 12월 계통한계가격(SMP) 상승

ㅇ ‘10.12월 SMP는 131.43원/kWh로 전년동월대비 12.6% 상승

- LNG(1.3%) 및 유류(14%) 열량단가 상승과 전력수요 증가에 기인

* 10.12월 LNG열량단가 : 58,599원/Gcal(1.3%), 유류열량단가 : 72,595원/Gcal(14.0%)

ㅇ ‘10년 연간 SMP는 117.77원/kWh로 전년대비 12.1% 상승

- LNG열량단가는 감소(△4.0%)했으나, 유류 열량단가 상승(24.8%) 및 전력수

요 증가에 기인

* 10년 LNG열량단가 : 58,114원/Gcal(△4.0%), 유류열량단가 : 72,456원/Gcal(24.8%)

< 계통한계가격(SMP) 변동 >

(단위 : 원/kWh, %)

*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

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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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최대 전력수요는 12월에 기록한 7,130.8만㎾(12.15(수) 18시)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09년에 이어 동계피크가 연간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함

ㅇ 전력공급능력은 7,574.7만㎾로서 공급예비율은 6.2%이었음

* ‘09년 최대전력수요 : 6,679.7만kW(12.18(금) 18시)



51 _________ (참고자료)

구 분
2010년 2009년

11월 12월 연간 12월 연간

산 업 용 200.10 ( 10.5) 210.90 ( 10.6) 2,326.72 ( 12.3) 190.65 ( 18.6) 2,072.16 ( 1.8)

교 육 용 5.94 ( 9.4) 7.66 ( 5.3) 74.53 ( 15.3) 7.27 ( 17.4) 64.65 ( 11.8)

주 택 용 51.14 ( 1.9) 53.60 ( 3.3) 632.00 ( 6.4) 51.88 ( 5.0) 594.27 ( 2.7)

일 반 용 74.20 ( 7.7) 84.45 ( 5.2) 974.10 ( 8.7) 80.31 ( 6.6) 896.19 ( 3.2)

농 사 용 10.84 (△2.7) 9.66 ( 12.0) 106.54 ( 10.2) 8.63 ( 11.3) 96.71 ( 9.0)

가 로 등 2.85 (△0.3) 3.00 ( 4.1) 30.81 ( 4.3) 2.88 ( 9.0) 29.54 ( 3.8)

심 야 전 력 15.99 ( 1.9) 23.65 ( △ 4.4) 196.90 ( 3.0) 24.73 ( 0.5) 191.21 (△ 1.4)

총 계 361.06 ( 7.7) 392.92 ( 7.3) 4,341.60 ( 10.1) 366.35 ( 12.1) 3,944.75 ( 2.4)

참고  ‘10년 연간 전력판매량 등 통계 자료

□ 용도별 전력 판매량

< ’10년 연간 및 12월 전력판매량 현황 >

(단위 : 억kWh, %)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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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판매량 및 광공업생산 추이

'09.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전체전력판매

증가율(%)
12.1 15.6 11.8 9.1 10.8 11.1 8.9 9.6 12.8 8.1 8.1 7.7 7.3 

산업용판매

증가율(%)
18.6 24.0 15.2 12.6 11.9 13.8 11.6 11.1 12.3 4.9 11.1 10.5 10.6 

광공업생산

증가율(%)
34.2 37.0 18.9 22.7 20.1 21.7 17.2 15.6 17.0 4.0 13.5 10.4 

전체전력판매

증가율(%)

산업용판매

증가율(%)

광공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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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 전력판매량 및 광공업생산 증가율

* 자료 : 통계청(광공업생산지수), 한국전력공사

* 광공업 생산증가율 최근 2개월치(10월, 11월)는 잠정치임



53 _________ (참고자료)

구 분
2010년 2009년

11월 12월 연간 12월 연간

최대전력수요 6,498.4 ( 4.3) 7,130.8 ( 6 . 8 ) 7,130.8 ( 6 . 8 ) 6,679.7 ( 1 3 . 9 ) 6,679.7 ( 1 3 . 9 )

전력공급능력 7,171.0 ( 4.1) 7,574.7 ( 5 . 1 ) 7,574.7 ( 5 . 1 ) 7,207.1 ( 3 . 5 ) 7,207.1 ( 3 . 5 )

(공급예비력) 672.6 ( 2.1) 443.9 (△15 .8 ) 443.9 (△15.8) 527.4 (△5 2 . 0 ) 527.4 (△52.0)

(공급예비율) 10.40 (△0.2p) 6.20 (△1 .7p ) 6.20 (△1.7p) 7.90 (△10.8p) 7.90 (△10.8p)

□ 업종별 전력판매량 추이

'09.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기계장비 24.5 31.7 32.0 26.6 32.7 34.3 34.3 33.7 33.8 24.3 6.8 39.0 22.0 

자 동 차 33.8 49.4 30.8 34.4 30.7 31.6 23.8 22.9 26.4 7.3 17.7 12.7 11.2 

철 강 42.8 43.0 18.5 15.5 13.7 23.1 19.8 15.8 15.2 5.8 23.2 17.4 21.9 

기계장비

자 동 차

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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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 전력사용량 증가율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전력공급능력 및 공급 예비율

(단위: 만kW, %)

* 공급예비력 = 공급능력- 최대전력수요, 공급예비율 = 공급예비력÷ 최대전력수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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