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손쉬운 방법

여름에는
에어컨 온도는 23도와 26도 사이에 맞춥니다.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여 차가운 공기를 더욱 
멀리 보내면 전기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닫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창문을 열어 더운 
공기가 나가도록 합니다.

냉장고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맞춥니다. 1도를 높이면 난방비의 15
퍼센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커튼, 블라인드, 문을 닫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냉장고 하나만 
켜둡니다.

옷을 더 따뜻하게 입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environment.nsw.gov.au
savepower.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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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방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전등을 끕니다.

가정의 구형 전구를 소형 형광 전구 혹은 
LED로 교체합니다.

가전 제품이 연결된 벽 스위치를 끕니다. 
전화기 및 배터리 충전기도 벽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전기를 소모합니다.

냉장고나 TV 등 새로운 가전 제품을 구매 
및 대체할 때 에너지 등급을 살핍니다. 별이 
많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돈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손쉬운 방법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손쉬운 
방법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손쉬운 
방법

가전 제품이 연결된 벽 스위치 끄기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avepower.nsw.gov.a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

부엌에서
 � 식기세척기는 가득 찼을 때만 사용하며 

에너지 절약 모드로 설정하고, 세척 후 
자연 건조합니다.

 � 스토브나 오븐 대신에 전자레인지로 
요리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전기를 덜 
소모합니다. 

 � 냉장고 온도는 3도에서 4도로 맞추고 
냉동실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8
도로 맞춥니다.

 �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닳으면 교체합니다.

 � 냉장고 주변에 넉넉한 공간을 두어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냄비를 이용할 때는 뚜껑을 닫아두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욕실과 
세탁실에서

 � 옷을 찬물에 세탁합니다. 찬물에도 
깨끗하게 세탁됩니다.

 � 세탁 건조기 대신에 빨래 건조대에 
널어서 말립니다.

 � 절수 샤워기를 설치하고 샤워는 수분 
내에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온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수리하고, 온수 
파이프는 단열 처리합니다.

거실에서는
 �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전등 

스위치를 끕니다.

 � TV,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이 연결된 벽 스위치를 끕니다.  
‘절전 모드’로 두지 마십시오.

 � 스위치가 있는 파워보드를 
사용하고, 손이 닿는 거리에 
설치합니다. 

전기 요금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

차후에 새 전기 
제품을 구입하실 때 
현명한 선택 (Smarter 
Choice)을 하시거나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제품은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가격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구매 
이전에 운영 비용을 
점검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environment.nsw.gov.au/
smarterchoice를 방문하십시오.

에너지 소비 지수가 
낮을수록 전기 제품에 
더 적은 전기가 

소비되며 더 싸게 
운영됩니다.

낮은 지수가 
더 많이 절약

새로운 가전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전력 소모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smarterchoicecalculator.com.au 를 방문하십시오

별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절약
유사한 크기의 
제품을 비교할 
시에는 더 많은 
별을 찾아서 
절약하세요

http://smarterchoicecalculator.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