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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공동주택 전기 요금제에는 호별 계약,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으로 분류된다. 호별계약은 저압전력이 공급

되는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고 공동부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

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제가 적용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

된다. 단일계약은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평균세대의 전기요

금량을 기준으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은 공용설

비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

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에서는 3가지 요금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전

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상황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하여 각 공동 주

택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개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공동주택(apartment), 전기요금(electric charge), 시뮬레이터(simulator),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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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공동주택 전기 요금제에는 호별 계약,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으로 

분류된다. 호별계약은 저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고 공동부 전기 사용량

에는 일반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제가 적용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일계약은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고 평균하

여, 평균세대의 전기요금량을 기준으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은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

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에서는 3가지 요금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전

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상황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

하여 각 공동 주택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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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II. Requirement Analysis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기능 요구사항

은 다음과 같다.

Function Description

회원

관리 

등록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

한다.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한다.

데이

터

관리

데이터 입력 공공주택 아파트 데이터를 입력한다. 

데이터 조회 공공주택 아파트 데이터를 조회한다. 

데이터 수정 공공주택 아파트 데이터를 수정한다. 

데이터 삭제 공공주택 아파트 데이터를 삭제한다. 

알고

리즘

호별계약
호별계약에 의한 공공주택 전기요

금을 계산한다. 

단일계약
단일계약에 의한 공공주택 전기요

금을 계산한다. 

종합계약
종합계약에 의한 공공주택 전기요

금을 계산한다. 

결과 비교
알고리즘별 공공주택 전기요금을 

비교한다. 

결과 출력
알고리즘별 공공주택 전기요금 비

교 결과를 출력한다.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III. Algorithms

1. 호별계약

저압전압 220V를 공급받는 공공 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1 계약을 

하게 된다.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 요금이 적용되며, 공동설비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이 적용된다. 

주택용 저압요금제의 기본요금은 하절기에는 300kWh 이하 사용

시에는 910원/호이고, 301~450kWh 사용시에는 1,600원/호, 

450kWh초과 사용시에는 7,300원/호이 적용된다. 하절기 이외의 

시기에는 200kWh 이하 사용시에는 910원/호이고, 201~400kWh 

사용시에는 1,600원/호, 400kWh초과 사용시에는 7,300원/호가 적용

된다. 전력량 요금은 모든 시기에 200kWh 이하 사용시에는 93.3원

/kWh, 다음 200kWh 까지는 187.9원/kWh, 400kWh 초과시에는 

280.6원/kWh가 적용된다.

2. 단일계약

고압전압 22,900V를 공급받는 공공 주택의 경우, 단일계약을 선택

할 수 있다. 단일계약은 전 세대 통합 1계약을 하게 된다.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설비 사용량을 모두 합산한 후 총세대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세대별 요금은 전체 

금액을 다시 공공주택 내부의 규약에 의해 세대별로 배분한다.  

주택용 고압요금제의 기본요금은 하절기에는 300kWh 이하 사용

시에는 730원/호이고, 301~450kWh 사용시에는 1,260원/호, 

450kWh초과 사용시에는 6,060원/호이 적용된다. 하절기 이외의 

시기에는 200kWh 이하 사용시에는 730원/호이고, 201~400kWh 

사용시에는 1,260원/호, 400kWh초과 사용시에는 6,060원/호가 적용

된다. 전력량 요금은 모든 시기에 200kWh 이하 사용시에는 78.3원

/kWh, 다음 200kWh 까지는 147.3원/kWh, 400kWh 초과시에는 

215.6원/kWh가 적용된다.

3. 종합계약 

고압전압 22,900V를 공급받는 공공 주택의 경우, 종합계약을 선택

할 수 있다. 종합계약은 전 세대 통합 1계약을 하게 된다.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서는 호별요계약에서 사용되었던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며,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 요금제가 적용된

다.

주택용 저압요금제는 호별계약시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같다. 일반용 고압요금제는 기본요금이 7,170원/kW이고, 전력량 

요금은 여름철에 115.9원/kWh, 봄가을철에는 71.9원/kWh, 겨울철

에는 103.6원/kWh가 적용된다.

IV. Development of Prototype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개발은 R로 구현되었다. 현재는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텍스트 기반으로 구현되었

다. 

375세대 규모의 특정 아파트의 1년간 월별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에 의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계약방식에 대한 

결과 비교를 실시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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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

이터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동 주택의 최적 전기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

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인 요금제를 알고리즘으

로 추가할 경우 공공 주택에 대한 새로운 요금제를 설계하는 경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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