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제17838호 43판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

장 이준동)가 15일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과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기 위

해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김 의원이 개설한 전자지갑(클립) 서비

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

사 그라운드X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마브렉스 등 게임 

관련 코인을 거래하면서 게임업계로부

터 입법 로비와 함께 상장 계획 등 미공

개 정보를 받아 이용했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게임업계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14일) 더

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초 불상의 빗썸 전자지갑에서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약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된 것과 관련해  의심 

거래 보고를 받은 뒤  분석과 정보분석심

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통

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 11월 정치자금

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

탈 혐의를 적용해 빗썸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

는 전자지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침했다. 

이에 검찰은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집

행했다. 하준호·윤상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양

국이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방안

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들을 접견하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

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

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

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

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16~17일 서울에

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윤 대

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

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5월 7~8일 

답방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

을 계기로 여러 단위에서 양국 교류가 

활성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뛰어난 제조기술

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부장(소재·부

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므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

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기·가스 요금을 합쳐 월평균 7400원가

량 더 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

담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택했지만, 한

국전력·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을 메

우기엔 태부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

의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

다. 당정이 요금 발표를 잠정 보류한 지 

40여 일 만이다. 16일부터 새 요금 체계

가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15일까지의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는다. 전기요금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주택

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691원에서 

20.735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간 전기료는 약 3020원, 가스료는 

약 4430원 오를 전망이다. 두 요금의 평

균 인상률은 약 5.3%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고, 지

금도 고공비행 중이다. 반면에 이를 반영

할 요금 인상 속도는 더디다. 문재인 정

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다 대선 직후

인 지난해 4월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는 

네 분기 연속 올렸지만 올 1분기(13.1원)

를 빼면 한 자릿수 금액 인상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한전은 2021~2022년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해

지면서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

록했다. 전력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낮

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

다. 2021년 말 1조8000억원이던 가스공

사의 도시가스 미수금도 올 1분기 11조

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수금은 천연

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

되지 않은 금액이다.

　2분기 요금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한

전은 25조7000억원, 가스공사는 15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책을 각각 

내놨다. 특히 한전은 정승일 사장이 사

의를 표명했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등 

주요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적된 적자 해소가 어

렵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

기·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도 한전·가스공사의 천문

학적 손실을 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세종=정종훈 기자, 서지원 기자

 sakehoon@joongang.co.kr

 ㎾h당 8원, MJ당 1.04원 소폭 인상

 4인가구 월평균 7400원 부담 늘어

 한전·가스공 적자 해소엔 태부족 

“경영 위해 요금 추가 조정 불가피” 

윤 대통령 “한·일기업,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기대” 

전기·가스료 5% 인상

고민 끝 ‘베이비 스텝’ 

>>>> 8면 정상화로 계속

>>>> 관계기사 6면

>>>> 5면 한·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태국 총선, 민심은 ‘MZ영웅’ 피타 택했다 15일 태국 방콕에서 총선 결과에 기뻐하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운데). 전진당은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피타 대표는 ‘왕실 모독죄 폐지’ 등 개혁 공약을 내세워 ‘MZ세대 영웅’으로 떠올랐다. 주요 야당 2곳이 

하원(500석) 과반을 넘으며 2014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친군부 정권이 민주 세력으로 교체될지 주목된다. >>>> 관계기사 12면 [EPA=연합뉴스]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대표단 접견

“미래기금 많은 관심 부탁” 당부도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컬처 >>>>20면, 스포츠 >>>>B6·B7면

>>>> 22면

김대중 육성 회고록

검찰‘김남국 코인 의혹’업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빗썸 압수수색 

김 ‘전자지갑’ 개설한 회사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