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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산업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16.4  

개정은 도시가스회사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하도록 한 것”

-“경남에너지의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가 3년만에 약 1,850억원의 투자수익

을 올리고 떠난 배경도 결국 이 <공급비용 산정기준>”

-“감사원,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항목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감사필

요 여부 판단해달라”

-감사원장,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감사여부 검토하겠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19일(목)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이 2016년 4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
우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 “감사원에서도 그 개정과정과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 면
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올해 2013~2015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12개 시·도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설비투자비가 
집행된 것처럼 계산되어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172여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감사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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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
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산업은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여기
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떠나갔다면 그
것은 문제다. 도시가스라는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중
에 하나인데,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쫓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
며,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방식을 바꿨고, 종전에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서 2~3% 
가산하도록 바꿨다.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
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고 예를 들며

“제가 조사한 그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할테니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