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국제 공항
(하네다 공항)

우키시마 처리 센터 내
우편번호 210-0862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우키시마초 509번지 1

https://eco-miraikan.jp/

https://www.facebook.com/
　　　　　kawasaki.eco.miraikan/

마이 보틀 이용에 협력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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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와 
노미
 둘이 합치면 에코 짱

즈
 

노미는

경제(Economy)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로지는

환경(Ecology)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에코 생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가와사키시와 TEPCO 
Renewable Power,Inc.의 공동 사업으로 가와사키시의 
우키시마와 오기시마 두 곳에서 합계 출력 약 2만kW인 

메가 솔라입니다.

※가와사키 에코 생활 미래관에 인접한 전망 스페이스에서 우키시마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 버스 터미널’에서 도보 약 10분
　수도 고속 만안선 ‘우키시마’ 출구에서 약 800m
※공공 교통 기관 이용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일요일·공휴일

토요일

●우키시마 태양광 발전소（메가 솔라） 가이드 투어

　신청 방법:가와사키 에코 생활 미래관 １층 접수처에서 당일 신청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중지·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가 솔라 가이드 투어

①11:00~12:00 (전망 스페이스·자원화 처리 시설·메가 솔라 구내)

②14:00~15:00 (전망 스페이스·자원화 처리 시설·메가 솔라 구내)

14:00~14:40 (전망 스페이스·자원화 처리 시설)

●관내（１층 및２층 전시실）는 자유 견학입니다．

●접수 방법: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환경 교실

페트병 등 주위에 있는 자원물을 사용한 공작 

교실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Facebook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韓国語



CMYBk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를 찾아봐요. 구름을 헤치고 가와사키의 공중을 
산책해요.

가와사키 환경 공중 산책

식품 로스 버킷

분리수거된 것이 어떤 자원이 되어 
이용될지를 살펴봐요.

여러분이 배출한 자원이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따라가봐요.

분리수거 퀴즈에 도전. 정확히 
분리수거해서 자원을 유용하게 
써요.

일상적인 식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힌트를 찾아봐요.

에코 체크 카드로 우리 집의 
에너지 절약 포인트를 체크.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지구의 힘을 활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알아봐요.

퀴즈에 답변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수소 시티로 
보내봐요.

수소로 변화하는 가와사키 지역

옥상에 있는 카메라로 현재의 
메가 솔라를 살펴봐요.

정점 카메라

가와사키 시내의 에코 시설을 
항공 사진에서 찾아봐요.

보고 듣고 만지고
　즐기며 체험하는 환경 학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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