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검침일 업무

  1부분의 메인 및 각종 계량기 검침 후 노란색 셀에 입력하면 2부분의 표에 자동 채우기가 됨

  각종 계량기의 지침은 한전의 모뎀 등을 통하여 한전으로 송출

  아래 업무에서는 단일계약시 세대당 공용사용량인 3을 산출하기 위하여 입력을 함

  ⑦의 값을 세대수로 나누어 한전 송부자료나 XP-ERP검침에 입력 함.



  세대: 원격검침PC 데이터나 수기 검침 데이터를 해당 엑셀에 입력: 주택용 저압 및 고압 요금 자동계산

  XP-ERP의 검침 메뉴에서 데이터 업로드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함.

  또는 XP-ERP 검침 메뉴에 직접 입력가능(세대별 각종 비교 불가능)

  XP-ERP 직접 입력시에는 위 ⑥ 항에 동별사용량 합계표를 참조하여 해당 지침값 직접입력



한전 고지서 도착 후

  1, 2, 3의 고지서 금액을 입력

  세대의 각종 할인내역 등을 검토 후 XP-ERP의 동별합계표를 참조하여 4항 입력

  6의 내부 및 외부 단가에 의하여 승강기 및 자체부과 요금 산출 후 나머지 금액과

  산업용과 가로등의 부과 금액이 합산되어 5세대 부과 공용요금이 산출이 됨



승강기 전기요금

  위에서 계산된 공용 내부단가에 의해 라인별 승강기 요금 산출

  검침일 사용량 입력 가능



전기요금 내역서

  검침일 업무 및 한전 고지서 도착 후 입력 완료시 내역서 자동 계산 완료, 2 검산값 “0”확인



단일계약(세대 저압 및 고압부과)과 종합계약 비교1

  검침월: 종합계약시 공용요금인 일반용(갑)요금(계절별) 산출시 필요

  검침일: 종합계약시 공용요금인 일반용(갑)요금(계절별) 산출시 필요

  세대수: 단일계약시 적용전력((세대평균사용량+세대당 공용사용량)/세대수) 계산시 필요

  세대사용량: 종합계약시 공용요금인 일반용(갑)요금(월적용전력) 산출시, 단일적용전력 산출시 필요

  공용사용량: 종합계약시 공용요금인 일반용(갑)요금(월적용전력) 산출시, 단일적용전력 산출시 필요

  요금적용전력: 종합계약시 공용요금인 일반용(갑)요금(월적용전력) 산출시 필요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단일계약)과 주택용 저압(종합계약)의 적용 요금을 입력

   (위 시트중 1000세대 입력시 자동 채우기 가능)

  노란색 셀 모두 입력시 종합계약시, 단일계약(주택용 저압 또는 고압)시 금액 산출 가능



단일계약(세대 저압 및 고압부과)과 종합계약 비교2

  각종 계약별로 실제 세대에 부과되는 전체 공용요금과 세대별 부과 공용요금 자동 계산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에서 남은 공용요금과 내부 자수용인 산업용과 가로등 합산 후 부과)

  6의 산업용 및 가로등 요금 미 입력시 실제 세대 부과액과 차액이 많이 발생

  7의 세대 평균사용량과 세대당 공용사용량의 합인 “단일계약 적용 세대사용량”의 누진제 적용 구간의   

  변화로 기본요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임.

  (예: 단일계약 적용 세대사용량이 399kWh일 때 기본요금이 1,260,000원, 

                        401kWh일 때 기본요금이 6,060,000원, 전력량요금이나 전력기금, 부가세 제외)

  하절기 냉방부하나 동절기 열선부하의 제어로 인하여 한단계 낮은 누진제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 가능

  단일계약시나 종합계약시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아파트 계약별 비교시에는 당연히 전기요금에 부과되  

  는 전력기금과 부가세 등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 값을 보여줌.



각 세대별 전기요금의 비교

  첨부 엑설 시트중 “5전기계약 등 비교”의 입력이 완료 될 시 데이터 연동으로 각종 비교 가능

  동일 면적으로 계산하여 동일 금액, 관리면적 등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

  단일계약시와 종합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의 총액을 비교 할 경우 단지별 기준(+/-) 사용량 검토 가능



종합계약시 공용전기요금 산출과 단일계약 전기요금 산출용 엑셀

  자동입력 됨

  자동입력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