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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전기요금, 소비자의 알 권리

전기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공기 없이 숨쉬기가 힘든 것처럼

환경(Environment),

전기 없는 현대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내가 낸 전기요금 어떻게 계

생태(Ecology),

산되나?』 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한다. 2016년 누진요금제가 변경된

윤리(Ethics)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되는지 전

E컨슈머는 석유에 이어 전기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전기의 역사, 제2부 전기 효율화, 제3부 가정용 전기요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음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

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전기의 역사는 E컨슈머 단장인 송보경

하다. 전기요금은 시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제2부 전기 효율화는 E컨슈머 회장인 김재옥 한

이다. 대가로 치르는 돈이 요금이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제3부 가정용 전기요금의 모든 것은

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세금이

E컨슈머 연구실장인 이서혜 박사가 담당하였다.

다. 즉 세금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고 요
금은 서비스의 사용자로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는 돈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내가 낸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되나?』 를 통해 전기요금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 발간에 수고한 초이스북

E컨슈머는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자원과 기

최혜정 대표에게 감사한다.

후변화가 세기적,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에너지는

2017. 8. 25
송보경·김재옥·이서혜

절약에서

내가낸전기시장_0830.indd 6-7

6

효율화로

내가 낸 전기요금

7

어떻게 계산되나?

2017-08-30 오후 6:42:47

Part 1

전기의 역사

내가 낸 전기요금

내가낸전기시장_0830.indd 8-9

9

어떻게 계산되나?

2017-08-30 오후 6:42:47

1600년대 영국의 길버트(William Gilbert, 1544. 5. 24-1603. 11. 30.

1. 전기의 발견

영국의 물리학자, 의사. ‘자기학의 아버지’ ‘영국 실험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림)가 많은 종류들의 물질들이 마찰하면 전하를 띠는 성질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 현상이 마찰 전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냈다. 그는 전기력
과 자기력의 차이를 구별하고 전기(electricit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현대 도시 생활의 하루는 전기로부터 시작한다. 전기의 편리함에 익

전기의 정체가 규명된 것은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후

숙한 현대인들에게 전기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전

톰슨(Sir Joseph John Thomson, 1856. 12. 18-1940. 8. 30. 1897년

이 되면 우리 활동도 잠시 정지된다. 처음 석유등에서 전등으로 바뀐 조

모든 물질은 같은 종류의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입자는 원자보다 훨

명에 감탄하고 그 후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세탁기, 손가락으로 까닥 누

씬 더 가벼움을 발견하는 등,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구조에 대한 지식을 혁

르기만 하면 높은 빌딩을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 우리는 편리

명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 19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1908년 기사작

함에 익숙해져 전기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와 영화는

위수여)이 전기는 미세한 입자라는 것을 밝히면서였다.

대중오락을 이끌게 되었다. 특히 TV는 현대인에게 가정에서 즐기는 주
요 휴식 기구가 되었다. 한국인의 여가시간 1위가 TV시청이다. 고래기

초창기 전기는 주로 어둠을 밝히는 조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래

름등에서 석유 조명등으로 그리고 전등으로 바뀐 것처럼 전기는 불을

기름으로 불을 밝히던 조명등은 석유등에서 가스등으로 그리고 전기

밝히는 조명을 넘어 이제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중

등으로 옮겨갔다. 가스등을 사용하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여 아크등의

이다. 이제 전력은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등장에도 감탄했는데, 그 이후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이용한 진공 전구
를 개발하였고 한편 발전기를 발명하여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상업

이런 전기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화되었다. 즉,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후 전기를 널리 사용하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인들이 장식품으로 호박을 애용했는데

게 되었다.

문지르면 먼지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박을 마찰하여
생긴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electricus에서 electricity(전기)라는 단
어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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