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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무료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현재 가동 중인 가정용 
냉장고, 냉각 시스템, 
조명 등을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로 대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 – 1-2-3과
같이 간단합니다.
1. 자격 및 평가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가계소득 지침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자격이 주어진 후 계약업자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전제품 및 서비스를 설치 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귀하의
주택을 살펴보러 갈 것입니다.

2. 서비스 배달
단열재와 같은 내후성 설치 및 서비스는 검증된 커뮤니티 봉사
대행사 및 승인된 계약업자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3. 점검 
최신기구들의 설치로 만족이 되셨는지 확인하고 설치된
가전제품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수행될 것입니다.

가능한 가전제품 및 서비스
냉각장치 
귀댁에 작동하는 에어컨 장치가 있다면 다음 중의 하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교체, 에너지 효율, 중앙냉방식 혹은 실내형 에어컨, 혹은
• 에너지 효율 증발식 냉각기 (“스웜프 쿨러”라고도 불려짐)
주: 모든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교체
낡은 냉장고는 작동시키는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무료 ENERGY
STAR®- 인증 모델로 비효율적인 냉장고를 교체하도록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적절한 처분 및 재활용을 위하여 무료로 낡은 
냉장고도 수거해 드릴 것입니다.   

주: 모든 교체된 냉장고는 ENERGY STAR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제빙기와 같이 추가기능이 없는 하얀색의 상단부에 냉동고가 있는 모델을 
설치할 것입니다.  교체되는 냉장고의  크기는 기존의 사용하시던 것의 크기에 
달려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스트립
TV, DVR/안방극장 시스템, 컴퓨터, 프린터 및 게임기는 꺼졌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전원을 소비하는 많은 전기 기구들중
일부일 뿐입니다. 저희는 대기모드에 들어가는 전기 기구들의
파워를 차단시켜 전원사용을 감소시겨 줄 수 있는 무료 스마트 
파워스트립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영장 펌프 교체
귀댁이 지면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단독 주택이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의 수영장 펌프를  무료로 교체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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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성 서비스
전기로 한정된 공간의 난방이 되는 주택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되는 것을 돕도록 내후성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귀하의 주택이 천연가스 공간 난방으로 되어있다면 내후성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가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조명 
에너지 효율 조명 및 전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도록 
도와줍니다. 

• 일반 백열전구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LED(Light Emitting Diode) 전구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LED가 있는 야외용 대체 조명기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할로겐 또는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작동 중인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LED(간접 조명용) 플로어 램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1-800-736-4777
sce.com/esap

교체되는 장치 및 가전제품의 수명, 크기 및 상태와 같은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전기요금 납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며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C)의 후원으로 Southern California Edison에 의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자금이 고갈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어떤 것이 먼저 
발생하든지 간에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http://www.sce.com/es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