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파트 전기 사용량 내부구분 및 용어 설명

1) 사용량 구분

외부 자수용 사용량

산업용 사용량 가로등 사용량 SKT/SKB/KT/LGT/LGU

승강기 요금

보안등용 가로등용 전력

계약명칭 및

적용전력

아파트 전기내역 및 전기요금 계산/변경시 참고 자료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시

비교

산업용 전력

외부업체

모자분리

계약전력

(아파트 변압기 용량)

세대

전기 사용량

일반용

공용사용량

인터넷업체/

이동통신 등

입주민 부과용

공용 전기요금

본 파일 아래쪽 추가시트에 500세대용 주택용저압과 주택용 저압 비교시트, 전기요금표, 일반용 고압 계산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세대별 부과

전기요금
세대

지하주차장/승강기/계단/

주동 동력/방재실/조경 등

급수용/정화조용

내부자수용 사용량



2) 용어설명 등(전기요금 청구 내역서 참조)

계약전력: 아파트 세대용 변압기(TR)의 용량과 공용 변압기(TR)의 합

아파트 요금 적용전력 :  아래 ①과 ②중 큰 값이며, ①값이 적용 될시 향후 12개월동안 최대값이 변동이 없을시 사용됩니다. 월 적용전력을 구할때 사용

                                ① ((당월 최대전력 - 전월 최대전력) X MOF배율) - 자수용 계약 전력 = 당월 최대 수요전력

                                    (((당월최대전력 - 전월최대전력) X MOF배율) - (외부 자수용 계약 전력 및 정액 전력+산업용 계약전력+가로등 계약전력))

                                ② (변압기 용량 X 30%) - 자수용 계약 전력

                                ※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의 한전 일반용 또는 주택용 고지서의 내역표 중앙에 표시 되어 있음.

월적용 전력: (전체 요금적용전력 X 공용분사용량) ÷ 전체사용량

                  (전체 요금적용전력 X 자수용을 제외한 공용사용량) ÷ (세대사용량 + 자수용을 제외한 공용사용량)

                  ※ 일반용 전력을 구할때 사용(계절별 요금 적용 됨)

내부 자수용: ① 산업용(급수용 펌프 및 정화조 전력에 적용 됨)

                  ② 가로등(단지내 보안 등에 적용되며, 동절기 은하수 작업시 이용시 적발 가능성 있음)

                  ③ 경로당,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어린이집 등이 포함될수 있음

                  ④ 외부 자수용에 비하여 변압기 부하 이용요금등을 제외 할 수 있음

외부 자수용: ① 인터넷 설비(MDF실)와 이동통신사(옥상안테나 및 지하주차장 중계기로 구분하여 계약 할 수 있음.)

                  ② 원칙은 각 서비스별로 1개의 자수용분리(전기사용계약, 1개의 계량기)를 하지만 단지의 특성상 분리 가능

                  ③ 특기 사항이 없는 한 1년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변압기 부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받아야 함(변압기 부하율, 정기검사비 등 공동부담)

                  ④ 변압기 사용계약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 사용량 부과 또는 장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액제로 가능하며, 아파트에는 별도의 

                      통지가 없고 검침일 해당 계량기의 지침을 한전에 통보 하여야 함. 자수용 검침을 해야만 아파트 자체 공용 사용량을 구할수 있음.

주택용전력 고지서상의 사용량: 

                 ((당월-전월)지침 X 계량기 배수) - 전체 자수용 사용량

전체 자수용 사용량:

                 내부 자수용(가로등/산업용/어린이집/경로당/전기자동차) + 외부 자수용(인터넷 서비스사 + 이동 통신사 등)

아파트 전체 사용량:  메인DM 당월 유효지침 - 메인DM 전월 유효지침 X 계량기 배수

일반용 공용사용량: 아파트 전체 사용량 - 세대사용량 - 내외부 자수용 사용량

단일요금 적용전력: (세대사용량 + 일반용 공용사용량) ÷ 세대수 , 주의(한전에서는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함)

세대당 공용사용량: (아파트 전체 사용량 - 세대사용량 - 내외부 자수용 사용량) ÷ 세대수, 단일계약시 한전측에 대가족사용량 보고시 합한 사용량 보고



2. 주택용 전력 계약 방식 비교방법

종합계약

종합계약 요금 공식

ⓐ세대 "+" ⓑ공용 "=" ⓒ총요금(?)

세대저압고압비교시트값 일반용고압시트값 ⓐ+ⓑ

단일계약 요금 공식

①세대 "+" ②공용(?) "=" ③총요금

세대저압고압비교시트값 ③-① 단일요금시트값

(세대 총사용량 + 일반용 공용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단일 적용전력을 구한뒤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하여 구한 금액을

세대수로 다시 곱함

매월 비교 원칙,

년 초 대표회의에

보고

년 1회 변경이 가능

(초기입주 등 제외)

세대별 각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

총 금액을 구함

일반용 공용 사용량에

일반용 고압A(Ⅱ)를 적용

금액을 구함

단일계약



1) 종합계약인 아파트가 단일계약과 비교시

    한전 사이버 지점에 고객번호 입력시 확인이 됨

    부가세,전력기금,할인요금 미적용으로 실제 부과액보다 적게 비교 됨

2) 단일계약인 아파트가 종합계약과 비교시

    한전사이버지점의 단일계약 아파트 비교에서 세대용 시트를 다운 받은 다음 입력 후 데이터 업로드

    세대에 주택용 저압을 부과하는 아파트는 일반 공용사용량에 대한 일반용고압A(Ⅱ) 요금만 구하면 됨

                                                           (월적용전력, 해당월, 검침일, 공용사용량, 세대 사용량을 입력해야 함)

    세대에 주택용 고압을 부과하는 아파트는 세대사용량에 대한 주택용 저압 요금을 구한 뒤 위 항에 의해 비교

3. 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구분(외부 및 내부 자수용은 별도의 고지서로 발행이 됨, TV수신료는 계약별로 동일 하므로 제외)

1) 아파트 주택용 전력 적용 요금제 검토

종합계약시: 세대사용량(주택용 저압)

                 공용사용량(자수용제외, 일반용 갑 고압A(Ⅱ) 적용)

                 ※ 매월 검침 후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 자수용사용량을 별도로 보고하며, 세대 전기요금과 공용요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부과 됨

단일계약시: ((세대사용량 + 공용사용량) ÷ 세대수)를 주택용 고압 요율표에 적용하여 부과

                 ※ 매월 검침시 아파트 메인계량기의 지침과 자수용 지침만을 보고하며, 세대나 공용의 구분 없이 총요금으로 고지서가 발행 

                 ※ 세대부과 방식(한전측엔 주택용 고압으로 납부 후 세대에는 주택용 고압 또는 저압으로 임의 부과중)에 대하여 여러 민원(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 한전측에 주택용 고압으로 납부하며, 세대에는 비싼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여 공용요금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별도의 충당금 또는 

                    세대에 할인 적용을 함)이 있으며, 2011년 감사원에서 한전측에 부과 방식을 통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전 측에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여 부과하도록 사이버 지점의 아파트고객 - 계약방법별 아파트 요금제도 안내에 기재함



2) 아파트 주택용 전력 단일계약 아파트 비교(계약별 이득은 매월 비교하여야 하며, 매년 초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년도 비교값 등 보고)

공용요금 증가 폭

일반 공용사용량

          ※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동일 함

          ※ 세대에 주택용 저압 적용시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한전 납부용 주택용 요금제와 틀린것으로 민원을 발의함

          ※ 충당이 불가하므로 남는 금액에 대한 세대 할인 적용시 사용량에 대한 분배 할인에 한도가 있음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할인 금액이 많아 사용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용요금에 대한 세대 할인은 관리면적에 의해 배분이 원칙)

          ※ 세대 적용 요금제를 주택용 저압에서 주택용 고압으로 변경 적용시 세대 사용량이 낮은 세대에서 공용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

세대에

주택용저압

적용 부과시

세대에

주택용고압

적용부과시

세대사용량

(주택용 저압)

한전 부과금액

(세대+공용)/사용량

주택용 고압 적용 부과

세대사용량

(주택용 고압)

일반 공용사용량

≫≫≫≫≫≫≫≫≫≫≫≫≫≫≫≫≫≫

세대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에서

고압으로 요율변경 적용시



4. 기타 전기요금에 대한 참고 자료

1) 아파트 적용 요금제 단가표(2017.1.1누진제 단계 변경 적용)

범위

200kWh 이하 사용

201 ~ 400kWh 사용

400kWh 초과 사용

2)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 간이비교

사용량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28,830

82,700

107,210

차액

210

1,910

6,110

8,410

10,730

13,040

21,440

65,760

104,140

136,040

주택용고압

6,880

15,780

27,600

35,980

44,350

52,720

주택용저압

7,090

17,690

33,710

44,390

55,080

12,390 11,330

7,300

전력량 요금(원/kWh)

주택용저압 주택용고압

6,060

기본요금(원/호)

범위

처음 200kWh 까지

다음 200kWh 까지

400kWh 초과

730

1,260

910

1,600

280.6

주택용고압

1,060

78.3

147.3

215.6

주택용저압

93.3

187.9



3) 계절별 구분(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력에 적용 됨) 4) 전압 구분

    여름철: 6월 ~ 8월     저압: 표준전압 220V ~ 380V 고객

    봄/가을철: 3월 ~ 5월, 9월 ~ 10월     고압A: 표준전압 3,300V 이상 ~ 66,000V 이하 고객

    겨울철: 11월 ~ 2월     고압B: 표준전압 154,000V 고객

    고압C: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5) 선택요금제도

    선택(Ⅰ) 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선택(Ⅱ) 요금: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선택(Ⅲ) 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500시간 초과인 고객에게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