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실내 온도를 1도씩 내리면

7,167만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내복을 입나요?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무려 3도나

올라갑니다. 내복을 입고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절약되어 

연간 4,300억 원의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100명의 어린이 중

30명은 다섯 살이 되기도 전에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난방 에너지를 아껴 모은 돈으로 

이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실내 온도를 1도 내림으로써

여러분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점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덥다고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가동하면 엄청난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에어컨 1대에 소모되는 전력은 

선풍기 30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어컨을 가동할 때에는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동 시간도 줄여야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1대를 끄면

30대의 선풍기를 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나 집에서 항상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신 우유팩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신 1,000ml 우유팩 30개를 모으면

두루마리 화장지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유팩을 그냥 버릴 경우 썩는데 

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시고 난 우유팩은 잘 펴서

물에 씻은 다음 말려서 모아 놓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유팩은 일단 폐지와

달라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30개의 우유팩을 모으면

5개의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세수와 양치질, 샤워 등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평균 337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1.5리터 페트병으로 225개나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물이 부족하기보다는 

물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치할 때 컵에 물을 받아서 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물이 부족한 나라의 아이가

3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변 건물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층을 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하루에 30분 오르내리면 줄넘기를

1,200번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비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얼음곰’이라고도 불립니다.

먹이사냥, 이동, 번식 등이 모두 얼음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얼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 가스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서 지구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기후 변화를 막고

북극곰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밤에도 전기로 불을 밝히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인 17억 명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빛이 없어 

공부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꽂아 두어 낭비되는 전력이

1년에 4,1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플러그만 뽑아 놓아도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태양광 램프를

선물해 주어 밤에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암흑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17억 명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종이컵이 무려 12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고,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 후에는 꼭 종이컵 회수대에 넣는 습관을

가지세요. 재활용된 종이컵은 화장지나

골판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나무도 보호하고

소중한 숲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주고, 홍수와 가뭄도 막아 

줍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려면

1,2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서울시 면적 50배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와 같은 폐지를 재활용하고

이면지 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종이를 

아껴 쓴다면, 실제 나무를 심지 않아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A4 용지 1만 장을 아끼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전구는 백열등이 쓰는 전기의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백열등 1개를 교체하면 고효율 전구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전구는 백열등보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수명도 길고 에너지도 많이 절약되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주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선 먼저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0W 전구 하나면

15W짜리 고효율 전구 4개를

켤 수 있습니다.



세탁기로 빨래를 할 때 세탁물이 적거나

많거나 사용되는 전기량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2~3번 나누어 세탁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하면

그만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는 세탁이 아닌 물을 데우는 데 

소비가 됩니다

세탁은 찬물로 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찬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전기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탁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전기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나요?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이 스스로 쉬는 요일을

정하여 그 요일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승용차 1대당

연간 67만원 내외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염소 1마리를 선물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연간 16마리의 염소를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염소를 지원하면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아프리카에 연간 16 마리의 염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플러그만 꼽혀 있을 때 소모되는 전기를

말합니다. 즉 낭비되고 있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제품 중에서도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은 매우 많아

‘전기 흡혈귀’라고도 불립니다.

TV의 대기전력이 1.3W,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이 12.3W이니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낭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셋톱박스의 플러그를 뽑아 놓거나,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셋톱박스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TV의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의

10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누르기만 하면 밥이 되는 편리한

전기밥솥.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밥솥이 소모하는 전력량과 에어컨이

소모하는 전력량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욱이 에어컨은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고, 전기밥솥은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밥솥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는 

먹을 만큼만 짓고, 보온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전기밥솥은 에어컨과 소모되는 전력이 같은데

에어컨은 여름에만 사용하지만

전기밥솥은 보온 모드로 1년 내내 사용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회사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냉온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온정수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불과 하루에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온정수기의 전원은 항상 켜져 있기

마련입니다. 냉온정수기가 소모하는 전력은

대형 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냉수와 온수 기능을 끈 상태에서

정수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용 방법입니다.

냉온수기의 냉수와 온수 기능을 꺼 두면

대형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