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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가격은원가에따라바뀌는것이보통이다. 전기의경

우에는, 가격은전기요금이고, 전기를만들기위해서는연료

가필요하므로연료비가원가의한가지요소라생각할수있

다. 따라서 연료비에 따라 전기 요금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데, 2020년까지전기요금에는이연료비가전혀 포함되지않

았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기본공급 약관 및 시행세

칙개정에의해서연료비와관련된연료비조정요금을신설

하여 전기 요금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 포함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방법을 알아본다.

2. 전기 요금의 구성 요소
2020년까지 전기 요금과 2021년부터 전기 요금의 구성 요

소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2.1 2020년까지 전기 요금의 구성 요소

2020년까지의 전기 요금은 다음 식 (1)과 같다.

전기요금 =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1)

식 (1)에서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은연료비와는전혀관

계 없다.

2.2 2021년부터 전기 요금의 구성 요소

2021년 기본공급약관및시행세칙이개정되어다음 식 (2)

과 같이 2020년까지의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 요금이 추가

되었다.

전기요금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 (2)

?도추가되었으나이는본논문의관심사가아니므로생략

하였다.

3.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방법

연료비 조정 요금은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원) = 월간 사용 전력량(kWh)

* 연료비 조정 단가(원/kWh) (3)

식 (3)에서월간사용전력량은전기소비자가 1달동안사

용한 전력량(kWh)이고, 연료비 조정 단가는 전력량(kWh)을

원으로 바꾸기 위한 변환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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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 요금에서 연료비는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이므로, 전기 요금 계산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말까지 전기
요금에 연료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2021년 1월 1일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서
새로이연료비와관련된연료비조정요금을신설하여전기요금을구성하는한가지요소로포함시켰다[1]. 본 논문에
서는 새로이 신설된 이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방법을 소개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발전을 위한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2021년부터 연료비를 고려한 좀 더 합리적인 전기 요금 부과가 예상된다.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658 -

4. 연료비 조정 단가 계산 방법

식 (3)과 같이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을 위해서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계산해야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다음 식 (4)

와 같이 계산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원/kWh)

= 연료비 변동액(원/kg) * 변환 계수(kg/kWh) (4)

위 식 (4)와 같이 연료비 조정 요금 단가 계산을 위해서는

연료비 변동액과 변환 계수를 알아야 한다.

4.1 연료비 변동액 계산 방법

연료비조정단가를계산하기위해서는 먼저연료비변동

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료비 변동액 계산법은 다음 식 (5)와

같다.

연료비 변동액(원/kg)

= 기준 연료비(원/kg) - 실적 연료비(원/kg) (5)

식 (5)에서기준연료비는요금개정월기준가장최근 1년

간의평균연료비이고, 실적연료비는적용월기준 4~2개월전

평균 연료비이다.

4.2 변환 계수

변환계수는연료비단위인 ‘kg’을전력단위인 ‘kWh’로바

꾸는 역할을 한다.

4.3 조정 폭의 상하한

연료비급등락시 큰 변화를피하기위해서조정폭의상하

한은 ±3(원/kWh)로 정해져 있다.

4.4 유보 조항

비상시유보조항을두어국민생활안정을위해산업비장

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연료비조정단가의전체또는

일부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예

저압주택용전기소비자가월간 100(kWh) 사용시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예를 보인다.

기준연료비 225.05(원/kg), 실적연료비 289.07(원/kg), 변

환 계수가 0.1634(kg/kWh)이라고 가정한다.

5.1 연료비 변동액 계산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연료비 변동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료비 변동액은 다음 식 (6)과 같다.

연료비 변동액(원/kg)

= 기준 연료비(원/kg) - 실적 연료비(원/kg)

= 225.05(원/kg) - 289.07(원/kg) = -64.02(원/kg) (6)

5.2 연료비 조정 단가 계산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계산하면 다음 식 (7)과 같다.

연료비 조정 단가(원/kWh)

= 연료비 변동액(원/kg) * 변환 계수(kg/kWh)

=-64.02(원/kg) * 0.1634(kg/kWh) =-10.5(원/kWh)(7)

식 (6)에서 계산된 값 –10.5(원/kWh)이 조정폭의 최댓값

–3(원/kWh)보다 크므로 최댓값 –3(원/kWh)이 적용된다..

5.3 연료비 조정 요금 계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다음 식 (8)과 같다.

연료비 조정 요금=월간 사용 전력량*연료비 조정 단가

=100(kWh) * (-3)(원/kWh) = -300(원) (8)

2020년까지와는 달리 300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료비 조정 요

금의도입 취지, 계산 방법등을소개했다. 발전원료요금을

전기 요금에 연동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계산식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한 하한이 정

해져 있어서 보통 월간 사용 전력량*(±3kWh)로 계산된다.

전기 요금에 원가가 포함되므로 2021년부터 좀 더 합리적

인 전기 요금 부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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