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아끼는 착한 일터,
여기 모두 모여라!

찌는 듯 무더위에 오르는 건  

전기 요금뿐이라고요?

일반용 전기요금은 계절별 단가가 다릅니다.  

여름철에 유독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냉방을 많이 할 뿐 아니라 여름철 

전기요금 단가가 1kWh당 105.7원으로 

봄·가을(65.2원)보다 1.62배 

비싸기 때문입니다. (중소 상점에서 

주로 쓰는 일반용(갑)저압 기준)

하는 일도 제각각, 파는 물건도 각양각색이지만 에너지 절약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천으로  

전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 참여하세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비법

계약전력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전력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전기 소비자와 한전의 

약속으로 기본요금과 최대전력사용량 

책정기준이 되므로 적정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사용량보다 

과다한 수준으로 계약 전력을 정하면 

불필요한 요금을 많이 내게 되고, 

계약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까지 초과 사용부가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1

에어컨, 선풍기와 함께 틀면 더 
시원해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냉기 순환이 

원활해져 실내는 금세 시원해지고 에어컨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전력 사용량을 20~30% 아낄 수 있어요.

2
실내온도는 26℃ 이상을 유지해요 
실내 온도를 1℃ 높이면 전력이 7% 절감되고, 냉방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효율이 5% 높아지고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냉·온정수기는 퇴근 시
전원을 끄세요
냉·온수 기능을 쓰지 않을 때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전기가 전체 소비전력의 70%에 달합니다. 

6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요
LED(Light Emitting Diode)는 할로겐에 비해 1/8,  

형광등에 비해 1/2 정도 소비전력이 적고, 수명은 

3만시간으로 반영구적입니다. 

3
에어컨실외기에는 차양막을 
설치해요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는 실외기를 그늘진 곳에 두면 온도는 

10℃이상 떨어지고 냉방 효율은 20%가 높아집니다. 

5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해요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4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나누는  

‘착한가게’ 캠페인을 아시나요?

계약전력만 잘 정해도 요금을 아낄 수 

있다던데, 요금제는 복잡하고 

적정 계약전력도 모르시겠다고요? 

서울에너지설계사의 도움으로 

무료 에너지진단 서비스도 받고, 

상점 내 아낀 에너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우리 가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아끼고 나누는 착한가게’가 

되어보세요.

문의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T. 2133-3718~9)  

참조 : 원전하나줄이기 누리집

        (energy.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