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디지털 툴킷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 팀은 이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준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COVID-19 위기 사태에 직면한 시기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없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핵심 자원과 지원 부족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든, 집에서 학교에 다니든, 집에 머물든, 모든 사람이 에너지 사용량을 더 잘 관리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는 이 시기 동안 에너지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본 툴킷을 

준비하였습니다. 툴킷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KeepItGolden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energyupgradeca.org/the-movement를 방문하세요.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는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이 자료들은 http://www.energyupgradecacommunity.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과 링크가 포함된 자료 시트 

개인이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 점검  

지역사회에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뉴스레터 인서트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우리가 모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영웅 목록

http://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the-movement/
https://energyupgradecacommunity.org/


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 이니셔티브로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주를 향해 계속 도약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전례 없는 

시기에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효율 노력을 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또한 2030

년 이전까지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시트

집에서 더 안전하게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업그레이드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은 조치가 공공요금과 주정부, Keep it Golden을 돕는 능력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OVID-19는 에너지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을 보호처 삼아 안전 절차를 실천하고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전기와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거용 전기 사용량은 최근 몇 주간 전년 동기 대비 15-20% 증가했습니다.

작은 조치를 추가해보세요.

가정에서 자그마한 에너지 비효율은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나 캘리포니아 주 모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자연광 이용 - 햇빛이 잘 드는 날에는 블라인드를 열어 집을 자연적으로 밝히고 따뜻하게 하세요. 

•  온도조절 장치 조정 - 더 추운 날에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를 깨어 있을 때는 68° 이하로, 잠잘 때는 62° 이하로 

설정하세요.

날씨가 추울 때

http://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


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염병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보호 조치와 혜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 공급업체에 문의하거 

energyupgradeca.org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날씨가 따뜻할 때

1년 내내

•  선풍기로 냉방 –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온도조절 장치를 몇도 올리도록 함으로써 에어컨 비용을 줄이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조정 – 여름 동안 에어컨을 78도 이상으로 조정하세요.

•  필요에 따라 에어컨 필터 교체 – 더러운 공기 필터는 에어컨의 공기 순환을 더 어렵게 합니다. 매달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장치 플러그 뽑기 -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기 콘센트를 끄세요.

•  식기 세척기 사용 빈도 줄이기 - 식기 세척기가 있는 경우 식기 세척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  기술 설정 조정 - 가능한 경우 화면의 밝기를 낮추고 친환경 모드를 사용하세요.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하세요.

•  가정의 단열재 개선 – 단열재를 개선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료 시트

http://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


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집 온도를 측정하세요! 겨울에는 온도 조절기를 68

도(또는 그 이하), 여름에는 78도(또는 그 이상)로 

설정하세요.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온도조절 장치를 몇 도 

올리면 에어컨 비용을 줄이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공기 필터는 에어컨의 공기 순환을 더 어렵게 

합니다. 매달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수기를 120도 이상으로 설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온수기를 덮개로 단열 조치하면 1년 동안 덮개 비용 

그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장비와 소형 기기를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놓으세요.

조명 및 가전제품의 조광기, 타이머 및 센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공급업체에 

문의하세요.

모든 전등을 확인하세요. LED나 구형 전구를 

사용하시나요?

공공요금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주택 에너지 점검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확인해보세요.

주택 에너지 점검

요금 지원에 대한 추가 자료

주택 에너지 점검에 도움이 되는 링크

SoCal GasSouthern California Edison Pacific Gas and Electric San Diego Gas and Electric

우리 모두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한 주택 에너지 점검을 통해 집에서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몇몇 장소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정하고 유틸리티 공급 
업체의 웹사이트를 살펴보세요.

•  EUC Home Energy Efficiency

•  Department of Energy
Home Energy Audit

•  PG&E Home Energy 
Checkup

•  SCE Home Energy Advisor

•  SDG&E Home Energy Survey

•  SoCal Gas Home Energy 
Saving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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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그룹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나요? 그렇다면 아래 복사본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COVID-19 위기 동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인서트는 기재된 나머지 자료와는 달리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적 용도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뉴스레터 삽입 광고

이러한 힘든 시기에는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는 여러분이 더 나은 에너지 관리자가 되고, 어쩌면 비용도 절약하도록 도울 수 있게 수많은 

디지털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 energyupgradeca.org 를 

방문하시도록 권장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에너지 공급 업체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에 대한 링크입니다.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  Pacific Gas and Electric
•  San Diego Gas and Electric
•  SoCal Gas
•  Southern California Edison

본 자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더욱 현명한 에너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니, Facebook과 Instagram에서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를 팔로우하여 더 많은 조언과 자료를 배우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energyupgradeca.org/
https://www.pge.com/en_US/about-pge/company-information/protective-protocols/covid19-protection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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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dge.com/coronavirus
https://www.socalgas.com/coronavirus
https://www.sce.com/safety/coronavirus
https://www.facebook.com/EnergyUpgradeCalifornia/
https://www.instagram.com/energyupgrade_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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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계정에 다음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각 이미지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뉴스레터 삽입 광고와 마찬가지로 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기재된 나머지 

자료와는 달리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적 용도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모음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캡션입니다. 각 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맞게 캡션을 조정하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에너지 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에너지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COVID19Tips 

#KeepItGolden

소셜 미디어 게시물

집에 머무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68°로 설정하세요

절전 모드를
사용하거나 끄세요

화면을 어둡게 하고 친환경적
모델을 사용하세요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세요

선풍기로 냉방 하세요

조명과 난방 대신
태양광을 이용하세요 

커튼을 닫아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다음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각 이미지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뉴스레터 삽입 광고와 마찬가지로 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기재된 나머지 

자료와는 달리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적 용도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모음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캡션입니다. 각 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맞게 캡션을 조정하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에너지 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에너지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COVID19Tips 

#KeepItGolden

소셜 미디어 게시물

집에 머무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68°로 설정하세요

절전 모드를
사용하거나 끄세요

화면을 어둡게 하고 친환경적
모델을 사용하세요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세요

선풍기로 냉방 하세요

조명과 난방 대신
태양광을 이용하세요 

커튼을 닫아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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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에너지 영웅
캘리포니아 에너지 영웅이 누구인가요?

아래 특별한 주민분들과 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세요. 모든 분이 캘리포니아와 지구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사용량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영웅들의 이름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STRAUS FAMILY CREAMERY
Straus Family Creamery는 소의 힘을 
이용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100%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EQUATOR COFFEES & TEAS
Equator Coffees & Teas 는 원두 
소싱부터 로스팅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면서 훌륭한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SACRAMENTO ECO FITNESS
Sacramento Eco Fitness는 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에서 이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피트니스 시설 자체 또는 기타 물건에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STEFANIE PRUEGEL: 집주인

간단한 에너지 평가를 통해 Stephanie
의 집이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며 돈을 
절약하는 거처로 바뀌었습니다.

SIERRA NEVADA
BREWING COMPANY
Sierra Nevada Brewing은 배관망이 거의 
없는 회사가 되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CHRIS PAINE: 영화 제작자 
Who Killed The Electric Car? 를 제작한 
Chris는 생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실천 방안을 공유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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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세요.

GRID ALTERNATIVES: 지역사회 조명

비영리 단체인 GRID Alternatives는 
소외된 지역사회가 에너지를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습니다.

AHMAD FARUQUI: 집주인 
모든 조치가 중요하기에 Ahmad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많은 돈을 절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ADIE WADDINGTON:  
ONE BIG FISH EVENT PLANNING 
소기업 대표 Sadie는 어떻게 개인화된 
이벤트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TERRY NORRIS:  
PRECISION LABS CALIBRATION 
정확히 68°의 연구실 유지를 위해 
에어컨을 켜면서도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까요?

GRACE YANG: 집주인 
Grace Yang 과 가족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FABIAN RODRIGUEZ:  
BELLA PASTA 
Fabian은 Bella Pasta의 소유주이며 
부동산 중개인이자 에너지 영웅으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PILAR ZUNIGA: 
GORGEOUS AND GREEN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Pilar
의 플라워 스튜디오는 비즈니스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유달리 
우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JACQUELINE TAYLOR:  
AMERICAN ADORN
그린 인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린 인증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인 이유를 알아보세요.

GUILLERMO ULYSSES: 집주인

Guillermo는 캘리포니아 휘티어에 사는 
영화 편집자, 정규직 아빠 겸 에너지 
영웅입니다. 

LANCASTER, CALIFORNIA: 
지역사회 조명 
캘리포니아의 랭커스터 시와 시장 R. 
Rex Parris는 기후 변화와 투쟁하며 
주민들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BRANDON SHAMIM: 집주인

Brandon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사업 전략가, 리더십 코치, 대학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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