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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타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신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아깝다” 
는 일보인의 마음 

 

 

일본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도움 중의 한가지가「전력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해지 부흥을 위해서도、가능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전기/전자제품을 어떻게 절전하면 좋을까？ 

집안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전기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면 절전이 되는 

지 가정의 전기전자제품을 확인해 봅시다！ 
제품 어떻게 하면 절전이 가능할까？ 

에어컨 
 

①２８℃로 설정합시다. 절전율 １０％ 
②「스다레」「요시즈」등을 사용해서 햇살을 차단함으로써 실내온도가 떨어집니다. 

절전율１０％ 
③ＯＮ과 ＯＦＦ을 자주 하지 않도록 일정 온도로 사용합시다. 「송풍」보다도２８℃ 

에서 사용합시다.  
④무리가 없는 정도로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사용합시다. 절전율５０％ 
⑤필터, 실외기를 ２주일에 1 회는 청소합시다.  

냉장고 ①냉장고의 온도설정을 「강」⇒「중」으로 바꾸고 냉장고를 여닫는 회수를 줄이고, 

 음식물을 너무 넣지 않도록 합시다. 절전율２％ 
②냉장고 내에 비닐 커텐을 쳐서 냉기가 도망가지 않도록 합시다.  

조명 주간에는 조명을 끄고 야간에도 불필요한 곳은 끕시다. 절전율５％ 
텔레비젼 화면을 마른 천으로 닦고 청소를 해서 전기절약모드로 설정. 음량을 가능한 한  

낮추고 필요할 때 외에는 콘센트를 빼놓습니다. 절전율２％ 
비데 

（화장실） 
가능한 한 전원을 끊든지 필요한 경우는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절전을 합시다. 절전율１９％이하 
전자밥솥 아침에 하루 분을 만들어 냉장, 냉동으로 보존합시다. 절전율２％ 
전기포트 물은 전기포트로 끓이지 말고, 가스곤로로 끓입시다. 
세탁기 용량의 ８０％를 기준하여  한꺼번에 세탁합시다.  
PC 짧은 시간이면  전원을 빼고 사용합시다.  
청소기 종이팩 타입은 자주 청소를 합시다.  
참고자료：전원 에너지성 「가정의 절전대책 메뉴」 
http://www.meti.go.jp/earthquake/electricity_supply/0513_electricity_supply_02_08.pdf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전자제품은 전원의 스위치를 끊는 것만으로는 「대기전력」이라는 

 전력이 소비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뺍시다.  
☆ 기타 절전효과 ☆①가사 스케쥴을 세워봅시다.・・・평일의 주간（９시～２０시）는、소비전력 

이 큰 전기제품（온수정수비데, 전기주전자, 청소기, 건조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절전」마음 

３월１１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재해 

로 정부는 올 여름 대폭적인 절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년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입니다. 전력량이 적어진 전력을 

한사람 한사람이 절전 하지 않으면 

갑자기「대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 
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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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スチロール箱で保温・・・食事時間がバラバ

ラな家族のために食事を温めなおすにはガスや

電気が必要になります。発砲スチロールの箱で、

短時間なら保存ができます。（夏場は食べ物が傷

みやすいので注意） 

⑥ＬＥＤ蛍光灯・・・蛍光灯をＬＥＤ蛍光灯に 
 

 

 

 

 

 

 

      

 

           

 

 

 

 
 
 
 
 
 
 
  
 
 
 
 

 
 

 
  
 

www.ficec.jp/living/               
 ●６개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개제하고 있습니다.   

②외출、여행도 절전으로！・・・외출시의 전력소비는 집에 있을 때보다 대폭 줍니다. 

공원이나 슈퍼에 기분 전환차 외출하거나  가족이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③「절수」도 절전으로 이어집니다. ・・・「절수」로 물을 보내는 펌프나 상하수도의 절전이 

됩니다.  

④쿨비즈를 해 봅시다 ・・・정해진 제복이 없는 직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원한 소재로 된 

 양복을 입고 일을 함으로써   에어컨등의 절전으로 이어집니다. 
⑤스치로폴 박스로 보온・・・식사시간이 각각 다른 가족을 위해 식사를 데우기 위해선 가스 

나 전기가 필요합니다. 발포 스치로폴 박스로 단시간이면 보온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은  

음식이 쉽게 상하므로 주의） 

⑥ＬＥＤ형광등・・・형광등을 ＬＥＤ형광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매월 약 2000 엔이 

절약됩니다. 특히 장시간 조명을 쓰고 있는 방 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글・일본사회사업대학 사회복지학부계획과 ４년 勝又洋美 

 
「이온 행복노란색 영수증 캠페인」은 매월１１일 대형슈퍼 

이온 전 점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물건을 산 후 레지에서 노란색 영수증을 받습니다.  
②지역의 보란티어 단체의 이름과 활동내용이 쓰여있는 투표함 

이 있는데 지원하고 싶은 단체의 투표함에 영수증을 

넣습니다.. 

「노란색 영수증」은 보물섬. 센터의 활동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③이온이 단체별로 영수증금액을 집계해 

각 보란티어 단체에 합계 금액의 

１％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는 매년 

25,000 엔 넘는 금액을 ４년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는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를 올해는 청소기와 라미네이터를 

샀습니다. 。 
 점원 여러분들이「행복노란색 영수증 

캠페인」의 띠를 두루고 손님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계속해야지」 
라고 굳게 생각해 봅니다. 

  독자여러분도 매월 11 일에는 이온에 

물건을 사러 가실 때「후지미노 국제 

교류센터」의 투표함에 노란색 영수증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어린이와 

보호자의「고교진학 가이던스２０１１」이 

７월１０（일）오오미야소닉시티 ４층시민 

홀에서 개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０４８－８３３－２９９２ 으로 

「고교진학가이던스 ２０１１」개최 

야꾸바 상담창구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당시의 상담을 통역합니다. 모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야꾸바에 설치된 전화로 모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촌／히가시마쯔 

야마시, 와라비시, 미사토시, 호리가와초 

및 사이타마시 10 구  

상기 시촌에 사시는 분은 꼭 이용해주세요. 

대응언어／중국어・영어・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스페인어  이용은 무료입니다. 
 

통역 붙은 상담이 야꾸바창구에서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