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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8 조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

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②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매매․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

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

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

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

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장소 획정,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등 전기

사용계약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

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

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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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

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전력

환 산 율
비 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

만일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

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

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

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환산율이 끝

나는 다음 계약전력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