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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당사와 고객간에 수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이 성립된 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설 고객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제19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나. 제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다. 제68조 (가로등)에 의한 가로등(갑)과 (을)의 구분

라. 제69조 (예비전력)

2. 기설 고객에 대하여 제44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감액 또는 추가)에 따라 감액

또는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며, 일수계산하지 아니합니다.

3. 제45조 (역률의 계산) 제2호 “가”의 단서규정은 주간시간 구분장치를 설치한 날

부터 적용하며, 기설 고객에 대하여는 동구분장치를 당사의 부담으로 시설합니

다. 다만, 주간시간 구분장치를 설치하는 검침월의 역률은 주간시간에만 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적용하되, 동 구분장치 설치기

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분부터 적용합니다.

4. 제5장(공사비)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신․증설 신청을 접수한 고객부터 적

용합니다.

③ 네온사인 부가액

1. 옥외에 네온사인을 설치하는 고객은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외에 네온사인 1개당

월 5천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간판면적 1m2이하

나. 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2. 제1호에서 규정한 “네온사인”이라 함은 네온 또는 네온 이외의 가스를 사용한

광고물 등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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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63조 (주택용전력) 제3항에 규정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고

객에 대한 요금은 1990년 5월 검침분부터 개정된 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수급계약기간) 제4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전력을 감소

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65조 (산업용전력) 제5항의 단서 1중 여름철 일요일의 주간시간대의 사용전력

량을 저녁시간대에 계량하기 위한 타임스위치 설치시까지는 사용시간 비례 등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해 사용전력량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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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4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의 요금

적용전력은 1991년 7월 검침월분부터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합

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72조 (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제3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수급계약

을 폐지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992년 1월 31일 현재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전용설비와

1992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전용설비는 일

반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이후에 전기고객 신증설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

서 적용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대수요전력계의 설치를 희망하거나 시간대구분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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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고객에 대한 전기계기 및 동부속장치의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고객이 시설․소유하며, 1994년 7월 1일부터는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시설․소유합니다.

2. 제63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3kW이하의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은 1994년 4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일수계산하지 아니합니다.

3.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당사에서 부담시설한 공급설비로 예비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제69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의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

금을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4. 옥외에 네온사인을 설치한 고객이 부담하는 네온사인 부가액은 1995년 1월 1일

부터 폐지합니다.

부 칙 (1995. 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1994년 12월 23일 법률 제 4831호로 개정된 정부

조직법에 따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통상산

업부장관”으로 하며, “상공자원부령”은 “통상산업부령”으로 개정합니다.

③ (역률 및 요금의 계산기간) 검침기간이 전월 정기검침일 익일부터 당월 정기검침

일까지인 고객의 역률 및 요금계산기간은 제45조(역률의 계산) 제2호 다목 및 제

76조(요금의 계산기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경과조치)

1. 제64조(일반용전력) 제2항 제2호의 일반용전력(을) 및 제65조(산업용전력) 제2항

제3호의 산업용전력(병)은 기록형전자식계기를 부설한 고객부터 적용하며, 기록

형전자식 계기를 부설하기 전까지는 일반용전력(을)은 일반용전력(갑)요금을 적

용하고 산업용전력(병)은 산업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합니다.

2. 제64조(일반용전력) 제3항, 제64조의 2(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65조(산업용전

력) 제3항에 의한 선택요금의 적용은 고객이 별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

택(Ⅱ)요금을 적용합니다.

3. 1989년 4월 16일 이전에 고객이 부담 시설한 이중전원 공급설비로 예비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검침분부터 제69조(예비전력)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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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예비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4. 제83조(연체료) 제1항의 규정은 1995년 5월 청구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5. 5.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12조(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의 규정은 1995. 7. 1부터 적용합니

다.

2. 제14조의 2(수급계약 폐지 후 재사용)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재사

용 고객부터 적용합니다.

3. 제83조(연체료) 제2항의 규정은 1995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6. 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4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3항 및 제46조(위약금)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4월 검침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6. 5.20)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7. 6.27)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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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7.12.20)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9.10.19)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

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44조(위약금) 제4항과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 및 제75조(연

체료)의 규정은 2000년 1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4.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의 규정은 1999년 9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

합니다.

부 칙 (1999.11.10)

이 약관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0.11.17)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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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 6.28)

이 약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 5.30)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12.3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4조[위약금] 제2항 및 제4항 및 제63조[예비전력]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

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2. 제44조[위약금] 제5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3.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에 의한 산업용전력(병) 고압B고객이 선택(Ⅲ)요금 적

용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선택요금을 적용합니다.

4.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환불요금

부터 적용합니다.

5. 제85조[특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2항 및 제87조[예비공급설비 고객부담

공사비] 제1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6.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

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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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3. 3. 24)

이 약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3.12.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한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2항의 적용은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2.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

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제8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이

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또는 택

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2004. 3. 2)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57조(일반용전력) 제2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계약전력 1,000kW이

상 3,000kW미만 고객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4. 3. 31)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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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5. 3.1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단서 1호의 규정에 따라 아파

트종합계약 “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방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2006. 1.23)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6.28)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2조【역률의 계산】제2호 나의 규정은 2006년 9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3조【예비전력】제5항 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

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1. 1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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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2007년 4

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0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07년 4월 1

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4. 3)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

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7. 27)

① (시행일)이 약관은 2007. 8.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비전력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07

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8.11.27)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과 별표 1. 7 임시전력의 규정은 2008.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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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8. 26)

①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

액) 제3항, 제67조의3(초과요금),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규정은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0. 7.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11.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87

조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위

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이 확정․공고된 이

후 세부기준을 세칙에 반영하여 정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2.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제3호 및 제49조의2(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

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56조(주택용전력) 제4호,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및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표 단서 제4호의 신설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는 분(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

사용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까지 수급개시되지 않은 고객 포함)부

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현재 일반용전력으로 공급중인 오피스텔

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전기사용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수급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제67조(요금의 계산) 제8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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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5.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1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 24)

이 약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3조(예비전력) 및 제67조(요금

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7.2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단서 및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12.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 재사용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2. 제42조(역률의 계산) 및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개정규정

은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

터 적용합니다.

4.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 최대수요전력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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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 12. 2)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7조(일반용전력), 제58조(교육용전력) 및 제59조(산업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67조(요금의 계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7호(임시전력)중 임시전력(을) 요금 적용방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2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요금적용)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나목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60조

(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은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

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

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2012. 8. 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제2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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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1항의 신설 규정 및 제67조의 3(초과사

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항의 신설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3. 별표 3(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전기

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5. 2012년 11월 1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세칙에서 정하는 “기타

사업 및 농사용전력 계약종별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으로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산업용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나.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 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약관 제

60조 (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 농사용전력(을)․농사용

전력(병)이 통합된 개정 농사용전력(을)로 2012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

다.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산업용전력(갑) 고객으로서

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산업용

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부 칙 (2013. 1. 14)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계절별 차등요금[일반용전력(갑)Ⅰ,산업용전력(갑)Ⅰ]

을 적용합니다.

2.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의 개정 규정,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

기준) 제2항 신설규정, 제57조(일반용전력) 제4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5

항의 신설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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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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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 200kWh
201 ~ 300kWh
301 ~ 400kWh
401 ~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410원
910원

1,600원
3,850원
7,300원

12,940원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100kWh까지 kWh당                 60.7원
다음100kWh까지 kWh당                125.9원
다음100kWh까지 kWh당                187.9원
다음100kWh까지 kWh당                280.6원
다음100kWh까지 kWh당                417.7원
500kWh초과   kWh당                709.5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삭 제>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 200kWh
201 ~ 300kWh
301 ~ 400kWh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호당 

  410원
 730원

 1,260원
3,170원

401 ~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6,060원
 1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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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7.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98.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7.3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15.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25.7원
500kWh초과 kWh당                574.6원

    (3) <삭 제>

2.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가. 일반용전력(갑) Ⅰ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16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05.7원 65.2원 92.3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15.9원 71.9원 103.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11.9원 67.6원 98.3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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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13.8원 70.8원 100.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08.5원 65.5원 95.3원

  나. 일반용전력(갑)Ⅱ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7원 62.7원 71.4원

중간부하시간대 113.9원 70.1원 101.8원
최대부하시간대 136.4원 81.4원 116.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4원 57.4원 66.1원

중간부하시간대 108.6원 64.8원 96.5원
최대부하시간대 131.1원 76.1원 111.3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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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1원 62.1원 71.1원

중간부하시간대 110.7원 68.0원 98.4원
최대부하시간대 127.1원 73.4원 112.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8원 56.8원 65.8원

중간부하시간대 105.4원 62.7원 93.1원
최대부하시간대 121.8원 68.1원 107.3원

  다. 산업용전력(갑)Ⅰ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81.0원 59.2원 79.3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89.6원 65.9원 89.5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84.8원 61.3원 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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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88.4원 64.8원 88.0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83.7원 60.2원 81.9원

라. 산업용전력(갑)Ⅱ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5원 60.5원 67.9원

중간부하시간대 86.3원 65.3원 84.8원
최대부하시간대 119.8원 84.5원 114.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6원 55.6원 63.0원

중간부하시간대 81.4원 60.4원 79.9원
최대부하시간대 114.9원 79.6원 109.3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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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3원 57.3원 64.5원
중간부하시간대 84.9원 63.9원 82.5원
최대부하시간대 118.7원 82.7원 111.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2.8원 52.8원 60.0원

중간부하시간대 80.4원 59.4원 78.0원
최대부하시간대 114.2원 78.2원 106.7원

마.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2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1.6원 61.6원 68.6원

중간부하시간대 114.5원 84.1원 114.7원
최대부하시간대 196.6원 114.8원 172.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3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1원 56.1원 63.1원

중간부하시간대 109.0원 78.6원 109.2원
최대부하시간대 191.1원 109.3원 166.7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81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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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2원 55.2원 62.5원

중간부하시간대 108.4원 77.3원 108.6원
최대부하시간대 178.7원 101.0원 155.5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0원 60.0원 67.0원

중간부하시간대 112.3원 82.3원 112.3원
최대부하시간대 193.5원 112.6원 168.5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2원 56.2원 63.2원

중간부하시간대 108.5원 78.5원 108.5원
최대부하시간대 189.7원 108.8원 164.7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5원 54.5원 61.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8원 76.9원 106.8원
최대부하시간대 188.1원 107.2원 163.0원

    (2)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5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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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9.5원 59.5원 66.4원

중간부하시간대 112.4원 82.4원 112.0원
최대부하시간대 193.3원 112.8원 168.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5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8원 54.8원 61.7원

중간부하시간대 107.7원 77.7원 107.3원
최대부하시간대 188.6원 108.1원 163.9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3.7원 53.7원 60.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6원 76.6원 106.2원
최대부하시간대 187.5원 107.0원 162.8원

3. 교육용전력
  가. 교육용전력(갑)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3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96.9원 59.7원 84.1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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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96.6원 59.8원 82.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92.1원 55.4원 78.1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95.9원 59.4원 81.8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91.4원 54.9원 77.3원

 나. 교육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9.8원 49.8원 53.8원

중간부하시간대 94.5원 64.2원 93.0원
최대부하시간대 160.4원 84.7원 13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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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5.3원 45.3원 49.3원

중간부하시간대 90.0원 59.7원 88.5원
최대부하시간대 155.9원 80.2원 127.2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8.3원 48.3원 52.1원

중간부하시간대 91.8원 62.5원 90.1원
최대부하시간대 154.7원 82.3원 127.4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3.8원 43.8원 47.6원

중간부하시간대 87.3원 58.0원 85.6원
최대부하시간대 150.2원 77.8원 122.9원

4. 농사용전력
  가. 농사용전력(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1.6원
  나. 농사용전력(을)
    (1) 저압전력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1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39.2원
    (2) 고압전력A · 고압전력B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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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41.9원 39.9원 41.9원

5. 가로등
  가. 가로등(갑)
    (1) 최저요금은 1,220원으로 합니다.
    (2) 전력요금 : 사용설비용량에 대하여 W당 37.5원
  나. 가로등(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85.9원

6.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갑)
    (1) 기본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2) 전력량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임시전력(을)
    (1) 계약전력 300㎾ 미만의 고객
       일반용전력(갑)Ⅰ,Ⅱ 요금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00㎾ 이상의 고객

일반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합니다.

7. 요금의 적용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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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중분류 세 분 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광업(06) 철광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기타 비철금속 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 ․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소금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지원 
서비스업(08)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10)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
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
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11) 발효주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성음료 및 얼음 제조업

담배제조업(12)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제조업,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
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
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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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
제재 및 목재가공업, 박판‧합판 및 강화목재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
품 제조업, 목재상자‧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
이포대‧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으로 분할), 살
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
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
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제조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
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
조업

1차 금속제조업(24)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
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
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탱크‧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핵 반
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금속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
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
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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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
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
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
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
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
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
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
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산
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
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주
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 및 가죽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
차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선박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
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
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30 -

중분류 세 분 류

기
타
사
업

①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 ․ 축 ․ 수
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② 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다만, 생산량의 대부분
을 출하할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함) 

③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④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주민이 공동관리 유지하는 비영리 간이상

수도 및 학교· 군부대· 기업체· 종교단체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자
가수도시설 및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의 상수도가압설비 포함)

⑤ 전기철도사업
⑥ 자동양곡 하역 및 저장업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⑧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오수· 분뇨 처리시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⑩ 유수지배수펌프장
⑪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기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

한 열의 생산 및 송출용전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의 송유관시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 및 컨테이너 냉동․ 냉장시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중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
는 회의실을 모두 갖춘 전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터미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

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기술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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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 분 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특구 내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도‧소매시설 및 판매시설 제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채취 ․ 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수급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

력
2.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 ․ 신발을 맞춤 제조 판매하는 양복(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

용품을 맞춤 제조(편조를 포함합니다.) 판매하는 산업활동
3.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 ․ 잡지 ․ 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4.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

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 ․ 창 ․ 대문 ․ 셔터 ․ 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

  <주> 1. 이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통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제2007-53호 ’07.12.28)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1일 시
행)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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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표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표

1.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 1일~8월 31일)
봄 ․ 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다만, 1.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
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합니다.

2.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
로 하여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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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구 분 금  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  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원 527,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123,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44,000원

2.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구 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주) 1.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2.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

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
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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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적정전선환산표 
1. 공중배전선로

22.9kV - Y(22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용량(kW)

ACSR(-OC)32□
(HDCC 22□ )

ACSR(-OC)58□ )
(HDCC 38□ )

ACSR(-OC)95□
(HDCC 60□ )

ACSR(-OC)160□
(HDCC 100□ )

1,000 이하 39이하 (42이하) 40~60 (43~61) 61~82 (62~82) 83~111 
(83~107)

1,001~2,000 19이하 (21이하) 20~30 (22~30) 31~41 (31~41) 42~56 (42~53) 
2,001~3,000 13이하 (14이하) 14~20 (50~20) 21~27 (21~27) 28~37 (28~35) 
3,001~4,000 9이하 (10이하) 10~15 (11~15) 16~20 (16~20) 21~28 (21~26) 
4,001~5,000 7이하 (8이하) 8~12 (9~12) 13~16 (13~16) 17~22 (71~21) 
5,001~6,000 10이하(10이하) 11~13 (11~13) 14~18 (14~17) 
6,001~7,000 8이하 (8이하) 9~11 (9~11) 12~15 (12~15) 
7,001~8,000 7이하 (7이하) 8~10 (8~10) 11~13 (11~13) 
8,001~9,000 9이하 (9이하) 10~12 (10~12) 
9,001~10,000 8이하 (8이하) 9~11 (9~10) 

6.6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용량(kW)

ACSR(-OC)32□
(HDCC 22□ )

ACSR(-OC)58□ )
(HDCC 38□ )

ACSR(-OC)95□
(HDCC 60□ )

ACSR(-OC)160□
(HDCC 100□ )

300 이하 11이하 (11이하) 12~17 (12~17) 18~23 (18~23) 24~31 (24~30) 
301~600 5이하 (5이하) 6~8 (6~8) 9~11 (9~11) 12~15 (12~15) 
601~900 3이하 (3이하) 4~5 (4~5) 6~7 (6~7) 8~10 (8~10) 

901~1,200 2이하 (2이하) 3~4 (3~4) 5 (5) 6~7 (6~7) 
1,201~1,500 2이하 (2이하) 3 (3) 4 (4) 5~6 (5~6) 
1,501~1,800 2이하 (2이하) 3 (3) 4~5 (4~5) 
1,801~2,100 2이하 (2이하) 3 (3) 4 (4) 
2,101~2,400 2이하 (2이하) 3 (3) 
2,401~2,700 2이하 (2이하) 3 (3) 
2,701~3,000 2이하 (2이하)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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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중배전선로
22.9kV-Y(22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용량(kW)

22.9kV-y 
CN-CV
22kV

CV-CU 60□

22.9kV-y 
CN-CV
22kV

CV-CU 100□

22.9kV-y 
CN-CV
22kV

CV-CU 150□

22.9kV-y 
CN-CV
22kV

CV-CU 200□

22.9kV-y 
CN-CV
22kV

CV-CU 250□

22.9kV-y 
CN-CV
22kV

CV-CU 325□
1,000 이하 92 이하 93~142 143~196 197~233 234~271 272~318

1,001~2,000 46 이하 47~71 72~97 98~116 117~135 136~159
2,001~3,000 30 이하 31~47 48~65 66~77 78~90 91~106
3,001~4,000 23 이하 24~35 36~48 49~58 59~67 68~79
4,001~5,000 18 이하 19~28 29~39 40~46 47~54 55~64
5,001~6,000 23 이하 24~32 33~39 40~45 46~53
6,001~7000 20 이하 21~28 29~33 34~38 39~45
7,001~8,000 24이하 25~29 30~34 35~39
8,001~9,000 21이하 22~26 27~30 31~35
9,001~10,000 19이하 20~23 24~27 28~32

6.6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용량(kW)

6.6kV
CV-CU 60□

6.6kV
CV-CU 100□

6.6kV
CV-CU 150□

6.6kV
CV-CU 200□

6.6kV
CV-CU 250□

6.6kV
CV-CU 325□

300 이하 25 이하 26~38 39~53 54~63 64~73 74~86
301~600 12 이하 13~19 20~26 27~32 33~37 38~43
601~900 8 이하  9~13 14~18 19~21 22~25 26~29

901~1,200 6 이하  7~ 9 10~13 14~16 17~18 19~22
1,201~1,500 5 이하  6~ 7 8~10 11~12 13~15 16~17
1,501~1,800 6 이하 7~ 9 10 11~12 13~14
1,801~2,100 5 이하 6~ 7 8~ 9 10 이하 11~12
2,101~2,400 6 이하 7~ 8 9 이하 10~11
2,401~2,7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9 이하
2,701~3,5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3.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실설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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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

1. 연료비조정단가의 산정
  가. 기준연료비 및 실적연료비
    (1) 기준연료비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의 기간을 대상으로 1.가.(3)의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실적연료비
실적연료비는 연료비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1.가.(3)의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3) 평균연료비
평균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연료비(원/kg) = A × α + B × β + C × γ
     ○ A, B, C는 기준연료비 또는 실적연료비 산정기간의 연료별 원화기준 평균 무

역통계가격(관세청 제공)으로 합니다.
       ․ A : 발전용 유연탄, B : 천연가스,  C : BC유
     ○ α, β, γ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 마다 재산정합니다.
       ․ α = [BC유발열량(kcal/ℓ) ÷ 유연탄(연료용)발열량(kcal/kg)] × 석탄 연료투입비율

(%)
       ․ β = [BC유발열량(kcal/ℓ) ÷ 천연가스발열량(kcal/kg)] × 천연가스 연료투입비율(%)
       ․ γ = [BC유발열량(kcal/ℓ) ÷ BC유발열량(kcal/ℓ)] × 석유류 연료투입비율(%)
     ○ 연료투입비율은 α, β, γ 산정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전력거래소 발전용 

연료사용전망의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비중을 말합니다.

  나. 연료비조정단가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의 150% 이하인 경우
연료비조정단가(원/kWh) =[실적연료비(원/kg) - 기준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2)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연료비조정단가(원/kWh) = [(기준연료비(원/kg) × 150%) - 기준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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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환계수
변환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마다 재산정합니다.

변환계수(kg/kWh)   = [ 연간 연료소비량(kg) ] ÷ (1 - 전압별 손실률)연간 발전량(kWh)
     ○ 연간 연료소비량 및 연간 발전량은 변환계수 산정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

근 전력거래소 발전용 연료사용전망의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합계 및 
연간 총발전량을 말합니다. 

     ○ 전압별 손실률 및 변환계수는 고객이 공급받는 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 (저압) : 표준전압 220V, 380V(아파트종합계약의 주택용전력 적용분 포함)
       - (고압A) :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 (고압B, C) : 표준전압 154,000V 이상
 
  다. 끝자리 수의 처리

연료비조정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
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 분 계 산 단 위
기준(실적)연료비 0.01원/kg

연료투입비율 0.01%
연료소비량 1kg

연료비조정단가 0.01원/kWh
변환계수 0.0001kg/kWh

전압별 손실률 0.01%

2.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
  가. 적용 기준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액이 직전 적용월 이후 누계기준
으로 기준연료비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연료비조정요금항 운영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연
료비조정요금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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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연료비조정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
정합니다.

    ○ 24시간 사용설비
연료비조정요금  = [ 계약전력(W) × 24시간 × 역월일수 ] × 연료비조정단가1,000

    ○ 기타설비
연료비조정요금  = [ 계약전력(W) × 12시간 × 역월일수 ] × 연료비조정단가1,000

  라.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및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1월 ~ 3월 6월분
2월 ~ 4월 7월분
3월 ~ 5월 8월분
4월 ~ 6월 9월분
5월 ~ 7월 10월분
6월 ~ 8월 11월분
7월 ~ 9월 12월분

 8월 ~ 10월 다음 해 1월분
 9월 ~ 11월 다음 해 2월분

  10월 ~ 12월 다음 해 3월분
11월 ~ 다음 해 1월 다음 해 4월분
12월 ~ 다음 해 2월 다음 해 5월분

  마. 자료 게시
한전은 연료별 무역통계가격, 기준연료비, 실적연료비, α․β․γ, 변환계수, 연료비조
정단가 등을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 게시합니다.

  바. 비상시 연동제 유보
한전은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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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연료비조정요금 정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고시 제2장 제9조 제4항 및 2.바의 비상시 연동제 유보에 따라 연료비조정
단가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연료비조정요금과 실제 회수한 연료비조정요금의 차액을 다음연도 연료비조정요
금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