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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계 주택용 할인제도 시행효과는? 

<답 변 요 지>

□ 금번 주택용 하계 할인제도 신설로 인해 전체 2,200만가구 대다수가

3개월간 약 4,200억원의 요금부담이 경감될 예정임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 경감 

□ 사용전력량이 100㎾h를 초과하는 가구는 월평균 사용전력량에 따라

3개월간 최대 약 11만 4천원 (550㎾h 사용시)을 할인받음

○ 342㎾h 사용시 : (1개월) 12,504원, (3개월) 37,512원 할인

* ’13년 여름철(7∼9월) 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 (에경연,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 550㎾h 사용시 : (1개월) 38,080원, (3개월) 114,240원 할인

* 501∼550㎾h까지는 기본요금 할인혜택도 포함되어 할인폭이 가장 큼

○ 551㎾h 이상 : (1개월) 32,440원, (3개월) 97,320원 할인

□ 사용전력량별 할인요금 예시 (저압, 부가세·기금 제외)

(단위 : kWh, 원)

구 분 150㎾h 250㎾h 342㎾h 450㎾h 550㎾h 650㎾h

현행요금 (A) 13,275 29,655 53,085 93,695 155,695 226,645

특례요금 (B) 9,515 22,605 40,581 72,395 117,615 194,205

월 할인액
(C = B - A) △3,760 △7,050 △12,504 △21,300 △38,080 △32,440

할 인 율
(D = C÷A) 28.3% 23.8% 23.6% 22.7% 24.5% 14.3%



- 2 -

Q2  고객 검침일별로 다른 월분을 할인해주는 이유는?

<답 변 요 지>

□ 고객 검침일별로 사용기간이 상이하여, 여름철(7.1~9.30) 사용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인혜택을 주고자 검침일별로 적용기간을 구분함

○ 1~12 검침일(10개 검침일) : 8~10월분 할인 적용

* 실제 사용한 기간은 7.1∼10.11일까지로 대부분 7∼9월 사용량임

○ 15~말일 검침일(11개 검침일) : 7~9월분 할인 적용

* 실제 사용한 기간은 6.15∼9.30일까지로 대부분 7∼9월 사용량임

□ 고객 검침일별 할인 적용기간

검침일 할인월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일

8∼10월분

8월분(7.1∼7.31) 9월분(8.1∼8.31) 10월분(9.1∼9.30)

·
·
·

12일 8월분(7.12∼8.11) 9월분(8.12∼9.11) 10월분(9.12∼10.11)

15일

7∼9월분

7월분(6.15∼7.14) 8월분(7.15∼8.14) 9월분(8.15∼9.14)

·
·
·

25일 7월분(6.25∼7.24) 8월분(7.25∼8.24) 9월분(8.25∼9.24)

26일 7월분(6.26∼7.25) 8월분(7.26∼8.25) 9월분(8.26∼9.25)

·
·
·

말일 7월분(7.1∼7.31) 8월분(8.1∼8.31) 9월분(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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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객별로 검침일이 다른 이유는?

<답 변 요 지>

□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및 요금계산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누어 편성 운영하고 있음

○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하여

업무착오가 발생하거나 현행보다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 

□ 검침일정 및 납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일 당월 말일 익월 5일 익월 10일 익월 15일 익월 20일 익월 18일

 

□ 검침일 편성기준

○ 검침호수와 지역 등을 감안하여 한 차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은 대표고객에 준하여 검침일 결정

○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은 요율변경, 계절변동시 중간검침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말일 검침에 편성 
 

□ 정기검침을 미시행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정기검침일에 검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비상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 검침 가능 

○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 달 사용량으로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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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택용 할인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답 변 요 지>

□ 주택용전력은 기본요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순수 주거용이 아닌 

일부 일반용과 산업용 등(비주거용*)에도 적용하고 있음

* 소용량(계약전력 3㎾이하)의 통신시설, 기계장비, 소형점포, 창고, 주차장 등

□ 금번 할인제도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순수 주거용 

가구의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비주거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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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올해와 작년 시행한 하계 할인제도 차이점은?

구   분 내               용

’15년

하계할인

○ 적용기간 : 7 ~ 9월 

○ 요금적용 : 월간 사용전력량이 301∼600㎾h인 경우 4단계
(301~400㎾h) 사용전력량에 대해 3단계 단가 적용

<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

사용전력량
(kWh)

할인 적용 전 할인적용 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100 이하 410 60.7 410 60.7
101～200 910 125.9 910 125.9
201～300 1,600 187.9

1,600 187.9
301～400 3,850 280.6
401～500 7,300 417.7 7,300 417.7
501 이상 12,940 709.5 12,940 709.5

○ 사용전력량별 할인액 

150㎾h 250㎾h 350㎾h 450㎾h 550㎾h 650㎾h

△0 △0 △6,885 △9,270 △9,270 △0

’16년
하계할인

○ 적용기간 : 7 ~ 9월 (’15년도와 동일)
○ 요금적용 : 각 사용전력량 단계별로 추가 50㎾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

단계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현 행 하계할인

1 100kWh이하 150 kWh이하 410 60.7
2 101～200kWh 151～250kWh 910 125.9
3 201～300kWh 251～350kWh 1,600 187.9
4 301～400kWh 351～450kWh 3,850 280.6
5 401～500kWh 451～550kWh 7,300 417.7
6 500kWh 초과 550kWh초과 12,940 709.5

○ 사용전력량별 할인액 

150㎾h 250㎾h 350㎾h 450㎾h 550㎾h 650㎾h

△3,760 △7,050 △13,245 △21,300 △38,080 △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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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택용 할인제도 상세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 변 요 지>

□ 금번 하계 주택용 할인제도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는 물론이고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공지사항, FAQ 등),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검침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http://cyber.kepco.co.kr

□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 고객 안내문 발송(아파트고객, 요금민감고객 대상)

등을 통해서도 상세한 할인제도 내용을 알려드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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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이미 청구된 요금은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요 지>

□ 익월분 요금청구시 할인액이 소급하여 정산되며, 고객의 검침일에

따라 1개월분 또는 2개월분의 할인액이 소급 정산될 수 있음

○ 정산요금(할인액)이 당월 전기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월에 정산

□ 검침일별 할인대상 및 소급대상 요금월분 

검침 사용기간 청구서 요금납기 할인대상 소급대상(예정)

1일 전월  1일 ∼전월 말일

당월 
12~16일경

당월 25일

8~10월분
8월분 할인액

9월분에서 정산

2일 전월  2일 ∼당월  1일

3일 전월  3일 ∼당월  2일

4일 전월  4일 ∼당월  3일

5일 전월  5일 ∼당월  4일

8일 전월  6일 ∼당월  7일

당월 
18~23일경

당월 말일

9일 전월  9일 ∼당월  8일

10일 전월 10일 ∼당월  9일

11일 전월 11일 ∼당월 10일

12일 전월 12일 ∼당월 11일

15일 전월 15일 ∼당월 14일
당월 

24~25일경
익월 5일

7~9월분

7~8월분 할인액

9월분에서 정산

16일 전월 16일 ∼당월 15일

17일 전월 17일 ∼당월 16일

18일 전월 18일 ∼당월 17일 당월 
29~30일경

익월 10일
19일 전월 19일 ∼당월 18일

22일 전월 22일 ∼당월 21일
익월 

1~5일경 
익월 15일23일 전월 23일 ∼당월 22일

24일 전월 24일 ∼당월 23일

25일 전월 25일 ∼당월 24일 익월 
5~6일경

익월 20일 7월분 할인액

8월분에서 정산
26일 전월 26일 ∼당월 25일

31일 당월  1일 ∼당월 말일 익월 7일경 익월 18일

http://hom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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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이사고객인 경우 어떻게 환불받을 수 되는지? 

<답 변 요 지>

□ 주택용 할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사 전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한 경우는 고객이 이사정산시 제공한 전화번호로 

해당 사업소에서 환불절차를 안내 후 처리할 예정임

□ 전기요금을 실제 납부한 고객이 할인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이체내역 등 포함) 확인한 후 고객 계좌로 즉시 환불예정임  

Q9  1주택 수가구인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답 변 요 지>

□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한 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음

□ 주택용 하계 할인제도 시행에 따라 수가구 고객인 경우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과 할인액을 계산한 후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청구하게 됨 

Q10  할인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변 요 지>

□ 금번 하계할인에 따른 할인금액은 전기요금 청구서에『하계할인

요금』으로 표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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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 변 요 지>

□ 현재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에서 전월 청구서에 표시된 당월지침

을 차감하여 현재까지의 사용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원격검침이 가능한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누진단계가 변경

되는 경우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 등의 전력사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청구서상 지침확인 방법

□ 파워플래너 개요

○ 서비스 내용 

- 목표사용량 설정 및 초과 알림, 누진단계 진입 알림 등  

- 실시간 사용량/요금(일, 주, 월), 월 예상 사용량/요금

○ 개시시기 : ‘16년 10월

○ 제공방법 : 스마트폰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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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사용전력량이 많은 저소득층 배려 정책은? 

<답 변 요 지>

□ ’16.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할인 대상 238만호에

대해 약 1,589억원('15년말 기준 236만호, 연간 2,622억원)의 전기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용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더

라도 최대 6개월까지 전기를 정상공급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등

*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등

□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가구수 2,240 2,250 2,275 2,286 2,360

금  액 2,717 2,456 2,533 2,617 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