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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개편의 방향 

들어가며 

올 여름은 아주 길고 뜨거웠다. 통상 1~2주이던 열대야가 한달 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길어진 열대야만큼 늘어난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는데 과거 전력산업의 이슈였던 후쿠시마원전, 블랙아웃과 달리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제여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본고는 OECD 주요국가와 한국의 전기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의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전기요금수준 비교  

전기요금 비교 대상 국가로는 OECD 주요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을 선정하였고, 비교 대상 요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한정하였다.  

산업용 및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도별로 비교한 <그림1>과 <그림2>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국가의 연도별 전기요금 추세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전기요금이 2007년 이후 꾸준히 요금이 

상승하다가 2014년 전세계적인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만 2009년에 요금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는 정책적 요금인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다는 것이다. 가정용은 OECD중 가장 낮고 산업용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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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와 

한국의 전기요금 비교 

를 통해 우리의 

전기요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산업용 전기요금 (USD/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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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택용 전기요금 (USD/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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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포커스 37호 (2016. 10) 
‘전기요금개편의 방향’ 

전력요금은 정부의 시장규제정도, 전원구성포트폴리오(LNG,석탄,원전의 비율)의 

차이, 전력요금에 부가되는 부가금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가별 전력요금의 

차이가 매우 크다.  

영국과 독일은 소매요금 규제가 전혀 없으나 일본이나 프랑스는 소비자가 

규제요금과 시장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은 규제요금만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원가를 구성하는 전원구성포트폴리오가 요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78.7%를 원전에 의존)나 한국(28.9%를 원전에 의존)의 전력요금이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낮지만, 셰일가스 등 값싼 천연가스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부가금 또한 전력요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력에 부가되는 부가금 비중이 전체 요금의 30%이상으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미국이나 한국은 낮은 편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vs 주택용 전기요금  

아래 <그림3>을 통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주택용과 산업용이 비슷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산업용이 

주택용의 절반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비율이 추세선상에 위치하여 주택용과 산업용에 유사한 비율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규제정도, 

전원구성포트폴리오, 

신재생부가금이 

국가별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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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용vs주택용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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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포커스 37호 (2016. 10) 
‘전기요금개편의 방향’ 

한국은 OECD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요금이 낮은 편에 

속하여 전체 전력사용 

량은 많다. 하지만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가장 적다.  

 

국가 
산업용요금  

(USD/MWh) 

1인당 전체전력 

사용량 (kWh/인)  

주택용요금  

(USD/MWh) 

1인당 주택용전력 

사용량 (kWh/인)  

이탈리아 263  5,384 258  1,150 

일본 162  8,399 225  2,384 

독일 145  7,217 327  1,733 

영국 143  5,741 237  1,935 

프랑스 110  7,756 182  2,582 

한국 95  9,851 109  1,240 

미국 69  13,361 127  4,674 

<표 2> 전기요금 수준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화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누진단계 2~4 2 없음 없음 4단계 3단계 6단계 

누진배율 2~4배 없음 없음 없음 2.7배 1.3~1.5배 11.7배 

<표 1> 국가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 비교  

아래 <표2>의 전체전력사용량을 보면 전력요금이 낮을수록 인당 사용량이 많고, 

전력요금이 높을수록 사용량이 작다. 가장 낮은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미국인은 

인당 13,361kWh를 사용하는데 반해 전력요금이 비싼 이탈리아인은 미국인의 

40% 수준인 5,384kWh만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당 전체전력사용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9,851kWh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전기요금 누진제 비교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배율이 최고 

11.7배로 미국의 4단계, 누진배율 4배 보다 훨씬 높은 구조이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으로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단계의 누진을 적용 받는 

주택용 사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전력요금 수준은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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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포커스 37호 (2016. 10) 
‘전기요금개편의 방향’ 

그러나 주택용전력사용량을 보면 한국의 경우 주택용 요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당 주택용전력사용량은 한국보다 2배 이상 요금이 높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전체전력사용량은 많지만 주택용전력사용량은 가장 낮아 

누진요금제가 수요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언  

올해의 누진제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이 전기를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전기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전기는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이용자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이다. 그래서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 

맞다. 전력산업 소매시장 개편의 방향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진요금제는 단지 요금뿐 아니라 전력 수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전원구성포트폴리오의 구성, 즉 

전력에너지원을 석탄에 의존할지 원전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누진제 개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신재생투자를 위한 전력부가금 때문에 전기요금 수준은 높지만 

이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다. 신재생사업 활성화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전력산업의 변화와 전기요금구조개편에 있어 소비자선택권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같이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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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투자를 

같이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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