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조명 장착

조명이 전기 요금의

20% 50%
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하와이 에너지는 저비용 조명 장착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
승인된 건설업자 선택
본 프로그램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와이 에너지에서
승인받은 건설업자와 작업해야 합니다. 승인된 건설업자 전체 명단 확인:
hawaiienergy.com/energyadvantage-contractors.

조명 상태 무료로 평가받기
담당 건설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조명 상태를 평가하고 신청서 준비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조명 미리 보기
새로운 조명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에, 담당 건설업자가 저비용 조명을
사업장 일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신청서 승인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조명 설치하기
사업주에게 편한 시간에 맞춰 에너지 효율 새 조명이 설치됩니다.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세요!

문의 사항은?
hawaiienergy.com/energyadvantage
808-839-8880 또는 1-877-231-8222 (수신자 부담)
hawaiienergy@leidos.com

에너지 효율 조명은
어떤가요 ?
새로 장착된 조명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가장 적절한 조명으로 교체되도록
담당 건설업자가 조명 선택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T8/T12 형광등

U자형 형광등

PAR 30/38 할로겐 전구

MR16 할로겐 전구

냉장 용기 조명을
사용 중인가요 ?
사용 중인 경우,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최대 50%의 에너지 절감과 오래 지속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조명도 더 보기 좋습니다!

ENERGY ADVANTAGE
프로그램이란 ?
프로그램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조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 조명은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단시간에 사업장 환경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절감된 전기 요금으로 1년 내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합니다).

신청 요건은 ?
하와이 호놀룰루 또는 마우이 내 카운티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1 식당
2 전기 요금 고지서 상 G 항목 (schedule G)으로 분류된 소사업장
3 사업장 전용 전기 계량기 없는 경우총 면적이 5,000ft2 미만인 소사업장
4 저소득층 다세대 주택* 내 공동 공간

*연방, 주 카운티 자원으로 출자 또는 지원을 통해 개발하는 민간,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 관할 사업
(자료 출처: 하와이 산업경제개발관광국, DBEDT Hawaii). 노인 주택, 공공 주택, 섹션 8 임대 보조 주택 포함.
자세한 정보는 하와이 에너지에 연락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진행의 모든 단계에 있어 하와이 에너지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순조롭고 수월하며 기대되는 절차를 거쳐 결국
사업장 전기 요금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 Ahmad Ramadan & Ako Kifuji, 사업주

DA SPOT Honolulu, HI

하와이 에너지란 ?

하와이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과 보존에 따른 여러 지속적인 혜택에 대해
하와이 주민들과 사업장들의 이해를 돕도록 안내합니다. 하와이 에너지는 하와이주가
100% 깨끗한 에너지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현명한 에너지 결정을 장려하며,
현재까지 하와이가 10억 불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습니다.

WWW.HAWAIIENERGY.COM
45 N. King St., Suite 500 | Honolulu, HI 96817
808-839-8880 (오아후) 또는 1-877-231-8222 (이웃섬 수신자 부담)
facebook.com/hawaiienergy

@myhawaii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