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１층ㆍ２층ㆍ６층 １층ㆍ２층ㆍ６층

１층 １층

건강 관리실 종합정책부 정보시스템과 ２층ㆍ３층

직원 휴게실 도시계획과 경관・도시추진과 방재도시조성과 １층ㆍ２층 １층ㆍ２층

건축지도과 건축조정과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담당부 토목관리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하1층・1층・2층・3층
4층・5층・6층・7층・8층

１층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담당과 교통대책과 1층・2층・3층・4층
5층・6층・7층・8층

문화관광산업부 환경청소부 환경대책과 쓰레기 감량 재활용과 ２층ㆍ３층 １층ㆍ２층ㆍ３층

　부참사（활기창출 등 담당） 도시계획부 주택과 １층ㆍ２층 １층ㆍ２층

신주쿠역 주변 정비담당부 신주쿠역 주변 기반정비 담당과 신주쿠역 주변 도시추진 담당과

문화관광산업부 구의회 도서실 위원대우자 대기실 구의회의장 방청석

　문화관광과 제2위원회실 제3위원회실 제4위원회실 １층ㆍ２층 １층

총무부 세무과 부참사(납세 추진 담당） １층

감사사무국 구의회 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２층ㆍ３층

감사위원실 위원 대기실 대회의실 제1위원회실 １층ㆍ２층

의회 사무국 공동 응접실

교육위원회 사무국 총무부 계약관재과 부참사(재산관리 담당) 입찰실

  학교운영과 위기관리담당부 위기관리과 부참사(지역 방재 담당) 부참사(안전ㆍ안심 대책 담당)

건강부 의료보험연금과 고령자의료담당과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장실 교육조정과 교육지도과 문화관광산업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소비생활취로지원과

선거관리 위원실 기획정책과 부참사(특명 담당) 행정관리과    신주쿠 소비생활센터

재정과 구정정보과 부참사（광청담당） 복지부

청의실 　생활지원담당과

총무과 비서담당부장 비서과 건강부(보건소)

인사과 인재 육성 등 담당과 위기관리담당　부장 　위생과

302회의실 　부참사（민박문제 담당）

구민의 목소리 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담당부장 지역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부(복지사무소)

구민 상담실 지역포괄케어추진과 고령자지원과 개호보험과 　보호담당과

어린이가정과 보육과 부참사（보육긴급정비 등 담당） 복지부(복지사무소)

보육지도과   생활복지과

로비 지역커뮤니티과 호적주민과 생애학습스포츠과

안내소 다문화 공생추진과

회계실 지정금융기관

구정정보센터 중앙도서관 구청 내 출장소 구민ㆍ외국인 상담

종합 안내 우체국 미즈호은행 ATM 구민 숙박시설 접수 안내소(경비실)

경비실 숙직실 방재 숙직실 조합사무소

지하 식당/매점 유쵸은행 ATM 증명 사진기 11회의실

주차장 주차장 관리실

중앙 감시실(방재센터)

2018년4월1일

총 무 부 총 무 과 

7층 7층

지하1층 창고 지하1층

지하2층 ■지하상가 연결통로 출입구

연결통로
지하2층

건강부(보건소)

　건강정책과

1층 1층

지역진흥부
　건강추진과

　부참사（지역의료・치과보건담당）

　부참사（건강장수담당）

   보건예방과

안내소(경비실)

2층 2층

복지부 2층 2층
총무부시설과

신주쿠 취직지원 내비게이션

어린이가정부

1층 1층

3층 3층

종합정책부

총무부

제 2 분 청 사  분 관

4층 연결통로 4층

제 2 분 청 사

신주쿠구 신주쿠 5-18-21

5층 5층 구의회

제2분청사

본청사 1층, 종합안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분청사 분관

6층 6층
구의회

③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⑥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지원 화장실

제1분청사 제1분청사

제2분청사 제2분청사

본 청 사 본 청 사

제1분청사 ★휠체어 대여（청사 방문객 전용）

제2분청사 분관 제2분청사 분관

도시계획부
제2분청사 분관 제2분청사 분관

본 청 사 본 청 사

제1분청사 제1분청사

② 샤워식 세정 화장실 ⑤ 베이비 시트 설치 화장실

제 1 분 청 사 본　　　　  　청　　　  　　사 ★다기능 화장실 안내

신주쿠구 카부키쵸 1-5-1 신주쿠구 카부키쵸 1-4-1 ① 휠체어 대응 화장실 ④ 베이비 체어 설치 화장실

3층

신주쿠구 신주쿠 5-18-21

8층 8층

제2분청사 제2분청사

녹지토목부
본 청 사 본 청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