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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에 효효 팩팩 시팩: HVAC
(난난, 환환 및 냉난)

에에에 절감기

설설는 일일일일일 회회에에 에에에 소설소 30~50%공 차에작며 설설소 제시일
작작작에 않는 경경 에에에 소설소 훨훨 하 많아아 수 있있것것. 좋낡 소소낡 설설공
회사작는 방방을 간간작하 조조만 작하하하 상상상 많낡 에에에공 절절할 수 있것는
것것것것. 냉방 기기기 및 에에에 감회감 작작을 작사 정기 요요소 최시 70%까에
에에에 효효을 통통 절감할 수 있있것것.
HVAC

빠빠빠 손손손 할 수 있있 일

시시시시 정정정정정 정정하하시하. 팬, 필필감 코일을 청청작하 유에작그,
낡낡 벨벨감 팬을 교교작며, 절절 및 누수공 수그작사 에에에 설사을 30%까에
절감할 수 있있것것. 조정기 방에방을 코일코 팬에 발하 하 이상소 하더소
축일축는 것을 에절지지 수 있있것것.
열 발발 설정를 최최최하하시하. 모모 정기 설설는 재여에 열을 발발지발
에에에에 부부을 줍것것. 회사사사 설설, 냉냉그, 기작자자기, 음음수 냉냉기 등을
재재재작재 냉방 설사을 절감할 수 있있것것.
반반시 온온온온정 온온를 정정하정 설정 정확하하시하. 재여에는 절 24°C 에
설조축에설 작며 겨겨에는 20°C 에 설조축에설 증것것. 재여에 지시작려그 1 하씩
낮낮 때 마것 그그그 겨겨에 따따작하 작려그 1 하씩 높일 때마것 에에에 소설는
10%씩 증소증것것.
에에에 장장장 켜켜 있시 때 천장천천 바바 팬시 사사하하시하. 냉방 냉재소 된
방에에 팬을 회사작사 일일 설조보것
설조 온하 조절 냉재공 1 하 또는 2 하 올돌 수
있있것것. 팬낡 또또 냉냉 공기공 하 잘 순순지순는 데 하도이 됩것것. 겨겨에는
팬을 역방역 돌돌 수 있있것것.
사사사천 정적 지지에지지 HVAC 설정를 끄하시하. 타이타 스스재감 구역 제에공
회사작재 회사량을 최일최증것것.
성성 시시시를 피하하시하. 성수 지간시 작동에 HVAC 설설공 덜 회사작그 설수
지간시에 하 회사할 수 있하있 작작 일조을 것지 조조증것것.

깨깨깨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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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온온 20-24 °C 에 설설

천천 선선선

HVAC

타타타

부부 타이
힐힐 홀홀홀홀 파파파파 홀이이 이자자자(Hills Holroyd Parramatta Migrant
Resource Centre)가 관관관관 3E 프홀프프를
를 위대 스스파홀프사(Steplight Pty.
Ltd.)가 작작작 사사 보보보. 홀 활활활 에에에 효효 정보 보조보 프홀프프프
일일일홀 기기기기에에에효효효(Department of Industry)에보 이보 에지책
받받받받받. 여기에 표표표 관관활 반홀반 호호 연연프 관관활 아받아, 호호 연연활
여기에 포포표 모모 정보 또관 조조에 대대 책책책 에에 않받받받.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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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에 효효에 대대 투투

창창에 틴틴 또지 외외 차차시 설장하설 직사차선시 차단하하시하. 직회차직낡
방이 코열축그 냉방 지스시이 코순순축하
코
작는 시원이 될 수 있있것것. 태태차
틴틴 필여코 외부 차차(예: 미미미)낡 창미을 통통 열 취이을 80%까에 줄일 수 있에
냉방소 필요성을 감소지지 수 있있것것.
지지, 벽, 바바 및 배배시 단열하하시하. 간열낡 재여에 열 취이을 줄이그 겨겨에
열 손사을 줄재 소스 또는 정기 난방 및 냉방 지스시소 필요성을 감소지킵것것.
재배 주스소 간열일 열 유낮을 최소최할 수 있있것것.
폐열시 재발하하시하. 오오소 절통코 재기배 등소 처그 냉설에에 재발된 열을
재회사작재 회사사코 작작 공간을
을 따따작하 할 수 있있것것.
에에에 천이이이천이 및 확인인인 장장를 설장하하시하. 원인필 에에에낡 사실
공기 온하 조조에 하 즉지 일반작재 절 30% 열 소설공 줄일 수 있있것것. 공기
온하소 좋을 때 이코이마이이는 외부 공기공 최시또 활사할 수 있하 통 에에에
회사량을 절 15% 줄일 수 있있것것.
에에지 효효정확 제제정정 업업업천반하하시하. 에에에 감회소 귀작소 회회에
에어 작그업이업소 이이이 축는에 청조할 것것것것. 3eproject.org.au 에에 사음
에에에 감회에 등있작등지오.

에에에 절감기

블블블블 및 미미문

단단단

알빠 계계계계계?

에에에이 발켜 있을 때 미코 창미을 열에 놓일사 에에에 설사이 50%까에 증소할 수
있있것것.
하라에이필 상필는 난방 시상에 하 효코일이기 때미에 시기사, 칸칸이 회사사 및
소상 테이테 같낡 그조된 기그에 있는 상필보것 하 설사 효코일것것것.
“ 모모 낡적 창창-박시인 에에에시 에에지 효효정확 확인인 에에에정정 교교하교
일 년에 3,200 달달를 온절절절절절!"
- 모하모반, 길길반

자자자 내내내 1800 242 845 번 또또 이이이 info@3eproject.org.au 로 3E 프로프프 팀팀 문문문문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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