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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새 전기 요금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주택용전기요금에서최소전기요금계

인 1,000원을발생하는최대월간전기사용량에영향을끼치

는 5가지 요인을 알아보았다. 최소 전기요금계 1,000원인 경

우는 최소 전기요금 청구금액 1,130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

다.

2. 주택용 전기요금계의 계산 순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 순서로 전기요금계를 계산한다

1) 기본 요금

2) 전력량 요금

3) 전기요금 계

3. 2021년 10월 주택용 전기요금계 1,000원이

발생하는 최대 월간 전기 사용량

2021년 10월 저압과 고압 주택용 전기요금계 1,000원이 발

생하는 최대 월간 전기 사용량을 알아본다[1].

3.1 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월간 전기 사용량 22kWh인 경우

1) 기본 요금 = 910원

2) 전력량 요금

개편 전 요금 = 22kWh * 93.3원/kWh

= 2,052원 (원 미만 절사)

환경 비용 차감 = 22kWh * (-5원/kWh) = -110원이므로

전력량 요금 = 개편 전 요금 + 환경 비용 차감

= 2,052원 – 110원 = 1,942원

3) 전기요금 계

기후환경 요금 = 22kWh * 5.3원/kWh = 116원

(원 미만 절사)

연료비 조정액 = 22kWh * 0원/kWh = 0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2,000원

전기요금 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액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910원 + 1,942원 + 116원 +0원 - 2,000원 = 968원 < 1,000원

이므로

전기요금 계 = 1,000원

최소 주택용 전기요금계 1,000원 발생하는
최대 월간 전기 사용량에 영향을 끼치는 5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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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압 주택용 전기요금

월간 전기 사용량 22kWh인 경우

1) 기본 요금 = 730원

2) 전력량 요금

개편 전 요금 = 22kWh * 78.3 원/kWh

= 1,722원 (원 미만 절사)

환경 비용 차감 = 22kWh * (-5원/kWh) = -110원이므로

전력량 요금 = 개편 전 요금 + 환경 비용 차감

= 1,722원 – 110원 = 1,612원

3) 전기요금 계

기후환경 요금 = 22kWh * 5.3원/kWh = 116원

연료비 조정액 = 22kWh * 0원/kWh = 0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1,500원

전기요금 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액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730원 + 1,612원 + 116원 + 0원 – 1,500원 = 958원

< 1,000원이므로

전기요금 계 = 1,000원

4. 5가지 요인

최소 주택용 전기요금계 1,000원 발생하는 최대 월간 전기

사용량에 영향을 끼치는 5가지 요인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알아보았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주택용 전기요금

1,000원을발생하는최대월간전기사용량 22kWh와 관계있

는 5가지 요인은 다음 표1과 같다.

다른요인은전부양의값이지만,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음의 값이다.
[표 1] 5가지 요인의 액수

원 저압 고압

1 전력량 요금 1,942 1,642

2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2,000 -1,500

3 기본 요금 910 730

4 기후 환경 요금 116 116

5 연료비 조정액 0 0

4.1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은 표1에서 보면 저압은 1,942원, 고압은 1,612

원이다. 전력량요금은단위전력량요금에월간전기사용량

을 곱한 값이다.

4.2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표1에서 보면 저압은 -2,000원,

고압은–1,500원이다. 필수 사용량보장공제는 2022년 없어

질 예정이다.

4.3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은 표1에서 보면 저압은 910원, 고압은 730원이

다. 기본 요금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면 기본으로 부과되는

값이다.

4.4 기후환경 요금

기후환경요금은표1에서보면저압고압전부 116원이다.

4.5 연료비 조정액

연료비 조정액은 표 1에서 보면 저압 고압 전부 0원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소 주택용 전기요금계 1,000원을 발생하

는 최대 월간 전기 사용량에 영향을 끼치는 5가지 요인을 알

아보았다. 그 5가지는 전력량 요금,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기본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액이다.

최소 전기요금계 1,000원인 경우는 전기요금 청구금액이

1,130원이 경우와 같다.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은 2021년 새로 생겼고, 필

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2022년 없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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