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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힐 홀홀홀홀 파파파파 홀이이 이자자자(Hills Holroyd Parramatta Migrant 

Resource Centre)가 관관관관 3E 프홀프프를 위위 스스파홀프스(Steplight Pty. 

Ltd.)가 작작작 스사 보보보. 홀 활활활 에에에 효효 정보 보보보 프홀프프프 일일일홀 기기기기에에에효효효(Department of Industry)에보 이보 에지지 받받받받받. 여기에 표표표 관관활 반홀반 호호 연연프 관관활 아받아, 호호 연연활 여기에 포포표 모모 정보 또관 보조에 대위 책책지 에에 않받받받. 221112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효효효효효효효효 팩팩팩팩팩팩팩팩 시시시시팩팩팩팩: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 회회회회 회에에 비비비 상상 부부부 차에차차 회에에에 비비부 절절절 수 있있 가가 좋좋 쉬쉬 부부 중 차하하하하. 부분분분 전분전분 2,000달달달 에지차있 회사사조 일일일일분 조조회 부분상 800달달달 에지지하하. 회에에 감회에 면면면조 전분분회에 함함 작작차면 회에에 효효부 통통 이 비비비 50%까에 절감절 수 있있하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있있있있 일일일일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않않않않않않않않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이이조 상당차당 들들에들, 잊있 경경가 종종 있있하하. 읽분 쉬쉬 표에표부 세경면 회사들이 통상 가장달 떠떠 때 조조 끄있 이부 분기차당 차있 데 도도이 될 이하하하. 센회 스스스있 이이부 자자일분 절 수 있있 아아 좋조 저비비 방방하하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활활활활사사사사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블블블블달 열좋 천가회 채채채부 설스차좋 채창회회 가장장부 제제차면 전분 조조회 대대 비의도달 줄일 수 있있하하. 

 

 전전전전전전전전를를를를 깨깨깨깨깨깨깨깨이이이이 유유유유사사사사사사사사유유유유 먼먼먼먼사사사사먼먼먼먼 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 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전전에 조조 분전가 더달경면 밝분가 제비 일까에 줄줄줄하하. 전전달 정분일일분 깨깨이 청장차면 일조 수비 전전달 회비차사 같조 밝분달 낼 수 있있하하.  

 

 형형형형자자자자형형형형자자자자 빼빼빼빼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2등 형채등 분전달 회비절 경경 벽비 오오오오 선일 바분 스 등 그하에 많이 조조이 필필차에 곳회회있 각 분전회회 대 개비 형채등부 빼도빼 차하하오. 하오 오 형채등들일분 충부충 밝부 이하하하.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사사사사를를를를 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끄끄끄끄최최최최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벽오 천가부 밝조 색일분 페블페페차좋 표면조 깨깨차당 유에차사 빛비 일회달 최대최차하하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조조조조조조조조자자자자 줄줄줄줄이이이이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전부있 아하더블도 전채 표하에 전채 표하 케이스있 야야회 완전충 조조부 켜켜부 필필가 없있하하.   

 

 모모모모모모모모 백백백백백백백백형형형형자자자자 CFL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전전전전전전전전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CFL 전전있 회에에달 80% 덜 회비차차 

10배 이상 수조이 길 수 있있하하. 

 

 

 

 

 

 

 

LED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ED 관관관관 

T8-T5 형형형형형형형형 컨컨컨컨컨컨컨컨컨컨컨컨 

LED 점점점점점점점점하하하하 

CFL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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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효효효효효효효효에에에에 대대대대대대대대 투투투투투투투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안안안안안안안자자자자 램램램램램램램램를를를를 전전전전자자자자자자자자 안안안안안안안안자자자자 종종종종종종종종전전전전 바바바바바바바바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전자전 안정분가 있있 램램있 20%까에 회에에달 덜 장소지하하.  

 

 낮낮낮낮조조조조 내내내내사사사사 조조조조조조조조 자자자자전전전전를를를를 높높높높조조조조 내내내내사사사사 조조조조조조조조 자자자자전전전전 종종종종종종종종전전전전 교교교교교교교교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일절충 설계계 조조 분전달 설스차면 채 지출이 40%까에 증가차사 하오 조조부 완전충 끌 수도 있있하하.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조조자자자자를를를를 설설설설설설설설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블인 감에 센회, 빛 센회 그들좋 조채분 소모 불필필대 조조부 줄이있 데 도도이 됩하하. 잘 설계계 조조 조절분있 조조비 회에에 회비부 80%까에 절절절 수 있있하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스스스스스스스스설설설설를를를를 설설설설설설설설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일부 공야회회 하오 공야보하 조조부 많이 회비절 경경 하수비 조조 스스스달 설스차사 회비차에 않있 에지회회 하오 에지회 영영부 아에 않좋 조조부 끌 수 있도빼 차하하오.  

 

 에에에에에에에에사사사사 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 제제제제제제제제으으으으전전전전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이이이이업업업업사사사사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회에에 감회있 귀차비 회회회 줄어 작그업이블가 이이이 되있에 결정지하하. 3eproject.org.au회회 사전 회에에 감회회 등빼차하하오.  

 

알알알알빠빠빠빠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자당 조조조 전분 조조회 대대 필필필부 30%까에 줄일 수 있있하하 

 대부부비 조조조 질이 저차될 때까에 5,000번 이상 켜좋 끌 수 있있하하.  

 잘잘 설계계 조조 분전회회있 유비대 빛이 50%까에 낭비될 수 있있하하.  

 

“상상상상상상상상에에에에 있있있있않않않않 모모모모모모모모 조조조조조조조조자자자자 에에에에에에에에사사사사 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 조조조조조조조조으으으으전전전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더더더더더더더더  전전전전자자자자 요요요요요요요요이이이이 바바바바전전전전 분분분분자자자자분분분분 300달달달달달달달달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더더더더다다다다. 에에에에너너너너 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더더더더다다다다.” 

  

- 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업업업업 사사사사이이이이하하하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1800 2423 845번번번번 또또또또또또또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info@3eproject.org.au 로로로로 3E 프프프프로로로로프프프프프프프프  팀팀팀팀팀팀팀팀 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 

CFL 스스스스점점점점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하하하하스스스스-베베베베스스스스 

LED 하하하하스스스스-베베베베스스스스 

LED 디디디디스스스스디디디디디디디디스스스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Savers 

LED 투투투투형형형형투투투투투투투투하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