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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급약관 특례 개정안 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정(안)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 ~ 10. (현행과 같음)

11.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약관 제57조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고객

나. 적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하계 주택용 전기요

금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 600kWh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단,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6항 제2

호 바목의 적용을 받는 고객은 제외)

(2) 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

다. 요금적용

월 300kWh 초과 400kWh 이하 사용전력량

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

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한다. 단,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약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계

산된 할인액의 50%를 추가 감액하여 적용한다.

또한, 세칙 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고객은 특례 적용기간에 한해 종합계약방법 또

는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신

청일로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영업일 이

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

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

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할인적용 직전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적용기간

고객의 정기검침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정기검침일 적용기간

1 ~ 12 2015년 8 ~ 10월분 요금
15 ~ 말일 2015년 7 ~ 9월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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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산업용(갑)II 및 산업용(을) 고압A 고객

나. 요금적용

(1)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중 다음 표에 해당하

는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

시간대에 계량한다.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 1일~8월 31일)
09:00~11:00
12:00~14:00
15:00~23:00

봄 ․ 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09:00~11:00
12:00~14:00
15:00~23:00

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

09:00~10:00
12:00~23:00

(2)약관 제26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적용

고객으로서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된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시간대별 구분 기준이 다른 경우 대

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대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

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경·중부하시간대 : 대표고객의 경·중부하시간

대의 시간비율(단,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 적용

가능)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다. 적용기간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적

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