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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전기요금 체계체계 개편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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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추이 (2005=100) 소비추이(2005=100)

§ ’00년 후반 이후 다른 에너지 가격(유류, 가스 등)

상승,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

§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화

§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량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

§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소비형태 급격히 대체
되어 전력수요 급증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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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 非전기↓)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

(전기 ↑)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 방향

에너지 합리적 소비 유도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환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

§

§

§



구 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 심야
갑 을 계 갑 을 계 갑 을 계

전 체 5.4 2.7 5.2 6.4 5.8 6.4 6.4 6.4 -2.0 3.2 - 3.0 5.4 5.4

단 가 3.2 2.7 2.8 3.2 3.1 4.8 3.3 3.5 -3.8 - -2.4 3.0 5.4 5.4

계시별 2.2 - 2.4 3.2 2.7 1.6 3.1 2.9 1.8 3.2 2.4 - - -

* 단가: 전기요금표상 인상률
* 계시별: 6월 하계 포함 및 최대부하시간대 1h 증가 영향에 따른 인상률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평균 5.4% 인상

§ 보완전력요금: 일반용 4.3%, 산업용 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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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 교육용 동결 (초∙중∙고교 2% 인하)

§ 전력소비 많은 일반용(을), 산업용(갑∙을) 요금 평균 이상 인상

§ 중소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갑), 농사용 평균 이하 인상

§ 서민부담, 누진제 고려하여 주택용 소폭 인상

종별 조정률(%)



하계기간: [현행] 7~8월 (2개월)        [개정] 6~8월 (3개월)

공급예비율 하락 추이를 보이는 6월을 하계로 편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 행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개 정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하계∙춘추계 최대부하시간: [현행] 5시간 [개정] 6시간

피크가 급증하는 하계∙춘추계의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로 편입

구 분 23:00 ∼ 09:00
09:00
∼10:00

10:00
∼12:00

12:00
∼13:00

13:00 ∼ 17:00 17:00 ∼ 23:00

현 행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개 정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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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확대: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A(22.9kV)

- 적용대상적용대상: 전년 동∙하계 평일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이 25%이상 고객

*전년도 동일기간 CPP 기참여고객은 사용량 비중조건 적용제외)

- 대상제외대상제외: 산업용 기타사업 할인고객 (중복할인 배제)

수요관리자원 상시 확보 및 고객선택권 확대

연중 상시접수 가능 *해지: 동계(1~2월) 하계(7~8월) 시행기간 이외에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운영기간 동계(1~2월), 하계(7~8월) 상시 접수

참여대상
일반용(을), 산업용(을) 

계약전력 5천㎾미만
일반용(을) · 산업용(을) 고압A 

피크일수 탄력운영: 동∙하계 피크일수 각각 10일 기준 ±3일

요금수준: 현행요금 대비 피크일 최대부하시간대 단가 3.3~3.4배

감축의무 이행기간 변경

[현행] 검침월분 피크일수 60%       [개정] 시행기간 피크일수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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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B∙C 중 희망고객

대용량고객의 집중 최대부하시간대 수요관리 참여 유도

하계∙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를 3시간(14:00~17:00)으로 조정

- 나머지 시간은 중간부하시간대로 이전

- 동계는 현행과 동일 (향후 적용예정)

- 하계∙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3시간)는 현행 단가보다 높은 요금부과

- 적용기간: 신청시 1년간 적용원칙

개 정

14:00 ~ 17:00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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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현행] 선택요금Ⅰ,Ⅱ [개정] 선택요금Ⅰ,Ⅱ,Ⅲ

고객의 선택권 확대, 편익 제고 및 자발적 부하관리 유도

적용대상: 일반용(을), 산업용(을) 고압A

구 분
기본요금
(원/㎾)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선택Ⅲ 9,810

경 부 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선택Ⅰ
낮은 기본요금 + 높은 전력량요금
(월 200시간 이하 사용고객)

선택 Ⅱ
다소 높은 기본요금 + 낮은 전력량요금
(월 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 사용고객)

선택 Ⅲ
높은 기본요금 + 낮은 전력량요금
(부하변동률이 낮은 고객)

l 선택요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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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용(갑) 계약전력 1,000kW미만, 교육용(을) 1000kW이상

초∙중∙고교의 교육재정 부담완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개정]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도 희망시 교육용(갑) 적용 가능

대상고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유사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구 분 갑 을 계

전기요금표 단가
△3.8

(기본요금△8.8)
동결 △2.4

계시별 변경 1.8 3.2 2.4

실질 조정률 △2.0 3.2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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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기간 [현행]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개정] 2013.1.1부터 2014.12.31까지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용

전력량요금 할증제

월 사용전력량 1,350㎾h 

초과고객에 할증요금 부과

(’13년 12월 검침분까지)

폐 지

(시행일 기준)

전통시장 육성 및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할인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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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기상전망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수급전망 최대전력은 전년대비 398만㎾(5.2%↑)증가한 8,050만㎾ 전망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 서해안지방에서는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212월월

1 1 월월

2 2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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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패턴] 난방수요가 전력피크의 22.1%를 차지, 일일 부하변동율 적음

최대수요발생일 09∼10시 10∼11시 11∼12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최고-최저

2013. 1. 3(목) 7,609 7,652 7,592 7,520 7,578 7,590 7,535 132

2012. 2. 2(목) 7,331 7,383 7,372 7,259 7,251 7,178 7,283 205

2011. 1.17(월) 7,162 7,257 7,314 7,144 7,129 7,184 7,220 185

3개년 피크발생일 부하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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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7,429만 kW (‘12.8.6 15시)

7,162
7,257 7,314

7,144 7,129 7,184
7,220

7,331
7,383 7,372

7,259 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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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
7,652

7,592
7,520

7,578 7,590
7,535

7,000

7,200

7,400

7,600

7,800

09∼10시 10∼11시 11∼12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1 동계 12 동계 13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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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2~’13년 동계
(’13.1.3 11시)

‘13~’14년 동계

‘13. 12월 ‘14. 1월

설비용량 8,230 8,686 8,686

공급능력 8,024 8,168 8,310

최대전력 7,827 7,850 8,050

예비전력(%) 197 (2.5) 318 (4.1) 260 (3.2)

단위: 만kW

§ CPP요금: 20만kW

§ 동계 지정기간: 100만kW

§ 민간공급능력 활용: 40만kW

§ 전압 조정: 100만kW

§ 주간예고: 200만kW

§ 긴급 절전: 150만kW
수급대책수급대책

[460[460만만kW]kW]

상상 시시상상 시시 비비 상상 시시비비 상상 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