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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전기요금제도가많이바뀌었다. 기후환경요금, 연료

비 조정액이 신설되었고, 전력량 요금은 인상되었다.

본논문에서는 2022년 4월바뀐전기요금에의한월간사용

전력량 21~200kWh에서 월간 사용 전력량을 독립 변수로 한

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청구금액 함수식을 유도하였다.

2. 전기요금 제도

주택용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액 등 전기요금 제

도를 알아야 한다. 2022년 4월 월간 사용 전력량 21~200kWh

에서 이 값들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 1] 2022년 4월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액

월간 사용
전력량
(kWh)

기본
요금
(원)

전력량
요금

(원/kWh)
기후 환경
요금

(원/kWh)
연료비
조정액

(원/kWh)
21~200 910 93.2 7.3 0

3. 함수식 계산 과정

월간사용전력량을 p(kWh)라 하고, 저압주택용전기요금

청구금액을 q(원)이라 하자.

1) 기본 요금 = 910원

2) 전력량 요금 = 93.2p (원 미만 절사)

3) 전기요금계를알기위해서는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

액,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기후 환경 요금 = 7.3p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연료비 조정액 = 0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2,000

이므로

전기요금 계

=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기후 환경 요금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910 + 93.2p + 7.3p + 0 – 2,000

= (93.2 + 7.3)p + (910 + 0 – 2,000)

= 100.5p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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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 2022년 4월바뀐전기요금제도에의한월간사용전력량 21~200kWh에서월간사용전력량을독립변수
로 한 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청구금액 함수식을 유도했다. 유도된 함수식에 의하면 월간 사용 전력량 21kWh일 때와
월간 사용 전력량 200kWh일 때 실제 값과 10원 이하의 적은 오차가 있으므로 잘 유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10원 미만 절사이므로 이 적은 오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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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계 * 0.1 = (100.5p – 1,090) * 0.1

= 10.05p – 109 (원 미만 사사오입)

전력산업 기반기금 = 전기요금계 * 0.037

= (100.5p – 1,090) * 0.037

= 3.7185p – 40.33 (10원 미만 절사)

이므로

전기요금 청구금액

=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 기반기금

= (100.5p – 1,090) + (10.05p –109) + (3.7185p – 40.33)

= (100.5 + 10.05 + 3.7185) p - (1,090 + 109 + 40.33)

= 114.2685p – 1,239.33 (1)

4. 유도한 함수식 (1)이 맞나 확인

월간 전기 사용량 21kWh이 때 식 (1)에 의한 전기요금 청

구금액은 다음 식 (2)와 같다.

114.2685 * 21 – 1,239.33 = 2399.6385 – 1239.33

= 1,160.3085 (2)

월간 전기사용량 200kWh이 때식 (1)에 의한전기요금청

구금액은 다음 식 (3)와 같다.

114.2685 * 200 – 1,239.33 = 22,853.7– 1239.33

= 21,614.37 (3)

식 (2)와 식 (3)의 값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했다.

식 (1)과 같이유도된함수식이맞나확인하기위하여다음

표 2와 같이 2가지 경우– 월간사용전력량 21kWh일 때와

200kWh일 때–에대하여식 (1)에 의한전기요금청구금액

과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비교했다.

[표 2] 2가지 경우 – 월간 사용 전력량 21kWh일 때와 200kWh일 때
– 에 대하여 식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과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 비교

월간
전기
사용량
p(kWh)

식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원)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원)
식 (1) 
-[1]

21 1,160 1,150 10
200 21,614 21,610 4

표 (2)와 같이 2가지 경우 – 월간 전기 사용량 21kWh인

경우와 200kWh인 경우 – 식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

과 [1]에 의한 전기요금 청구금액의 차이가10원 이하의 차이

로적으므로, 식 (1)이 잘 유도된것을알수있다. 이 적은차

이는전력산업기반기금이 10원 미만절사이므로발생한다.

5. 월간 사용 전력량 1kWh 증가시

전기요금 청구금액(원)의 증가

월간 사용 전력량 1kWh 증가시 전기요금 청구금액(원)의

증가액은 식 (1)에서 1차식의 계수 114.2685(원/kWh)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22년 4월 바뀐 전기 요금 제도에의한 월

간사용전력량 21~200kWh일 때 저압주택용전기요금청구

금액 함수식을 도출했다. 월간 전기 사용량이 p(kWh)일 때

도출한 전기요금 청구금액 함수식은 식 (1)과 같다.

2가지 경우 - 월간 사용 전력량 21kWh일 때와 월간 사용

전력량 200kWh - 일때유도한식 (1)에서계산한값과 [1]에

의한차이가 10원이하로적으므로식 (1)이 잘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간 사용 전력량 1kWh 증가시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114.2685(원/kWh) 증가한다.

참고문헌

[1]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

/CYEEHP0010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