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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키쵸 청소센터

신주쿠 구청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신주쿠 중계·자원센터

신주쿠 청소 사무소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수거일 아침 8시까지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의‘재활용품·쓰레기’수거 요일과 수거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조망 대여, 동물 사체 인수, 방문수거, 다량의 쓰레기 / 재활용품 단체수거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종이팩, 흰색 트레이, 건전지, 잉크 카트리지, 다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9품목)

●가전 재활용 품목(에어컨, TV,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PC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것, 처리가 곤란한 것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가정에서의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접수 센터로 신청해 주십시오.
sh in juku soda igomi  uketuke 검색인터넷☎ 03-5296-7000

신주쿠구

대형쓰레기 배출 방법 [유료]

관할 청소 사무소·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 단체수거

구청 시설 등에서 수거하는 것

구청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모두 함께 만들자, 자원순환형 사회

사업장 재활용품과 쓰레기 [유료]

2017년도

관할 청소 사무소나 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쿠 청소 사무소………………………… ☎03（3950）2923　시모오치아이 2-1-1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03（3353）9471　산에이쵸 25

●카부키쵸 청소센터 ………………………… ☎03（3200）5339　카부키쵸 2-42-7

●쓰레기감량재활용과(구청 내) …………… ☎03（5273）3318　카부키쵸 1-4-1

홈페이지를 보시려면 Waste Shinjuku 검색

１~２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3∼14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8페이지

요일

요일

요일

번째와
번째

3~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재활용품
폐지, 용기포장 플라스틱,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태우는 쓰레기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주2회

월2회

주1회

古紙バルブ配合率70％再生紙を使用

Utilizing 70% post-consumer 
recycled paper pulp 

일본어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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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재활용품과 쓰레기’ 수거 요일

지역 재활용품
( 주 1 회 )

태우는 
쓰레기
( 주 2 회 )

금속 , 도자기, 
유리 쓰레기

( 월 2 회 )
관할

A 아이즈미쵸 목 화·금 제2·제4토 동

아카기시타마치 화 월·목 제1·제3수 동

아카기모토마치 화 월·목 제1·제3수 동

아게바쵸 토 월·목 제2·제4수 동

아라키쵸(21~23번지) 목 화·금 제2·제4토 동

아라키쵸(위 번지 이외) 목 화·금 제2·제4월 동

I 이치가야카가쵸 1, 2쵸메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코라쵸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사도하라쵸 1~3쵸메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사나이쵸 목 화·금 제2·제4월 동

이치가야타카조마치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타마치 1쵸메 목 화·금 제2·제4월 동

이치가야타마치 2, 3쵸메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다이마치(1, 3, 5, 
7, 9, 11, 13번)

금 수·토 제2·제4화 동

이치가야다이마치(위 번지 이외) 금 수·토 제2·제4목 동

이치가야쵸엔지마치 목 화·금 제2·제4월 동

이치가야나카노쵸 금 수·토 제2·제4화 동

이치가야하치만쵸 목 화·금 제2·제4월 동

이치가야후나가와라마치 
(1, 3~8, 12, 14번지)

토 월·목 제2·제4금 동

이치가야후나가와라마치 
(위 번지 이외)

토 월·목 제2·제4수 동

이치가야혼무라쵸 목 화·금 제2·제4월 동

이치가야야쿠오지마치 
(1번지 일부, 58~85번지)

월 수·토 제1·제3화 동

이치가야야쿠오지마치 
(위 번지 이외)

금 수·토 제2·제4화 동

이치가야야나기쵸(1~7, 45, 
46, 48~50번지, 47번지 일부)

화 월·목 제1·제3금 동

이치가야야나기쵸(8~11, 
24~35번지)

월 수·토 제1·제3화 동

이치가야야나기쵸(15~22, 
37~43번지)

금 수·토 제2·제4화 동

이치가야야나기쵸(47번지 일부) 월 수·토 제1·제3목 동

이치가야야마부시쵸 화 월·목 제1·제3금 동

이와토쵸 
(1~8번지, 25~27번지)

화 월·목 제1·제3금 동

이와토쵸(9, 11~23번지,  
10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수 동

이와토쵸(10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금 동

E 에노키쵸(79번지) 월 수·토 제1·제3화 동

에노키쵸(위 번지 이외) 화 월·목 제1·제3금 동

O 오쿠보 1쵸메 토 화·금 제1·제3목 카

오쿠보 2, 3쵸메 목 화·금 제1·제3월 신

Ka 카이타이쵸 화 월·목 제1·제3수 동

카구라가시 토 월·목 제2·제4수 동

카구라자카 1~4쵸메 토 월·목 제2·제4수 동

카구라자카 5쵸메 
(21~24번지)

화 월·목 제1·제3금 동

카구라자카 5쵸메
(위 번지 이외)

토 월·목 제2·제4수 동

카구라자카 6쵸메(2~39번지) 화 월·목 제1·제3수 동

카구라자카 6쵸메 
(위 번지 이외)

화 월·목 제1·제3금 동

카스미가오카마치 수 화·금 제1·제3월 동

카타마치(5, 8번지) 금 수·토 제2·제4화 동

카타마치(위 번지 이외) 목 화·금 제2·제4월 동

지역 재활용품
( 주 1 회 )

태우는 
쓰레기
( 주 2 회 )

금속 , 도자기, 
유리 쓰레기

( 월 2 회 )
관할

Ka 카부키쵸 1, 2쵸메 ※ ※ ※ 카

카미오치아이 1쵸메 월 수·토 제2·제4목 신

카미오치아이 2, 3쵸메 월 수·토 제1·제3화 신

카와다쵸 금 수·토 제2·제4화 동

Ki 키쿠이쵸 월 수·토 제1·제3목 동

키타 신주쿠 1쵸메 화 월·목 제2·제4토 카

키타 신주쿠 2쵸메 월 수·토 제2·제4목 카

키타 신주쿠 3쵸메 월 수·토 제2·제4금 카

키타 신주쿠 4쵸메 월 수·토 제2·제4목 신

키타마치(1~40번지,  
41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금 동

키타 마치(41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수 동

키타 야마부시쵸 화 월·목 제1·제3금 동

Sa 사이쿠마치 토 월·목 제2·제4금 동

사몬쵸(1, 2번지,  
6~12번지, 16~20번지)

수 화·금 제1·제3월 동

사몬쵸(위 번지 이외) 수 화·금 제1·제3토 동

산에이쵸 목 화·금 제2·제4월 동

Si 시나노마치(12~34번지) 수 화·금 제1·제3월 동

시나노마치(위 번지 이외) 수 화·금 제1·제3토 동

시모오치아이 1쵸메 금 수·토 제1·제3목 신

시모오치아이 2~4쵸메 화 월·목 제2·제4수 신

시모미야비쵸 토 월·목 제2·제4수 동

시로가네쵸(12~18번지) 토 월·목 제2·제4수 동

시로가네쵸(위 번지 이외) 화 월·목 제1·제3수 동

신오가와마치 토 월·목 제2·제4수 동

신주쿠 1쵸메 수 화·금 제1·제3토 동

신주쿠 2쵸메
(1~3번의 신주쿠 도로변)

수 ※ 제1·제3토 동

신주쿠 2쵸메
( 상기를 제외한 1~3번)

수 화·금 제1·제3토 동

신주쿠 2쵸메(4번, 9번 
17~23호, 15번 22~29호)

수 화·금 제1·제3토 동

신주쿠 2쵸메(5번) 수 ※ 제1·제3토 동

신주쿠 2쵸메 
(6~8번, 9번 1호, 10~14번, 
15번 1~21호, 16~19번)

수 ※ ※ 동

신주쿠 3쵸메 ※ ※ ※ 카

신주쿠 4쵸메 금 ※ ※ 카

신주쿠 5쵸메(1~16번) 수 화·금 제1·제3월 카

신주쿠 5쵸메(17번, 18번) ※ ※ ※ 카

신주쿠 6~7쵸메 수 화·금 제2·제4월 카

Su 스이도쵸 화 월·목 제1·제3수 동

스가쵸 수 화·금 제1·제3월 동

스미요시쵸(1, 2번) 목 화·금 제2·제4토 동

스미요시쵸(3, 4번) 금 수·토 제2·제4목 동

스미요시쵸(5~15번) 금 수·토 제2·제4화 동

Ta 다이쿄쵸 수 화·금 제1·제3토 동

타카다노바바 1, 2쵸메 목 화·금 제2·제4월 신

타카다노바바 3, 4쵸메 금 수·토 제2·제4화 신

탄스마치(1~32번지) 화 월·목 제1·제3금 동

탄스마치(33~43번지,  
44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금 동

탄스마치(44번지 일부) 토 월·목 제2·제4수 동

Tu 츠키지마치 화 월·목 제1·제3수 동

츠쿠도쵸 토 월·목 제2·제4수 동

츠쿠도하치만쵸(1번) 토 월·목 제2·제4수 동

츠쿠도하치만쵸(위 번 이외) 화 월·목 제1·제3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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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재활용품과 쓰레기’ 수거 요일

( 주 ) 지번에 일부라는 표기가 있는 지구나 수거 요일란에 ※표시가 있는 지역은 관할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

오 .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부는 수거 요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관할 표시의

약자

지역 재활용품
( 주 1 회 )

태우는 
쓰레기
( 주 2 회 )

금속 , 도자기, 
유리 쓰레기

( 월 2 회 )
관할

Te 덴진쵸(63~85번지) 화 월·목 제1·제3금 동

덴진쵸(위 번지 이외) 화 월·목 제1·제3수 동

To 토츠카마치 1쵸메 수 화·금 제2·제4토 신

토미히사쵸(8, 9번) 목 화·금 제2·제4토 동

토미히사쵸(위 번 이외) 금 수·토 제2·제4목 동

토야마 1·3쵸메 수 화·금 제2·제4토 신

토야마 2쵸메 목 화·금 제2·제4월 신

Na 나이토마치 목 화·금 제2·제4토 동

나카이 1, 2쵸메 월 수·토 제1·제3화 신

나카오치아이 1, 2쵸메 화 월·목 제1·제3금 신

나카오치아이 3쵸메 토 월·목 제1·제3금 신

나카오치아이 4쵸메 토 월·목 제1·제3수 신

나카자토쵸 화 월·목 제1·제3수 동

나카쵸 토 월·목 제2·제4금 동

난도마치 토 월·목 제2·제4금 동

Ni 니시오치아이 1쵸메 토 월·목 제1·제3수 신

니시오치아이 2~4쵸메 토 월·목 제2·제4금 신

니시고켄쵸 화 월·목 제1·제3수 동

니시신주쿠 1쵸메 ※ ※ ※ 카

니시신주쿠 2, 3쵸메 목 수·토 제1·제3월 카

니시신주쿠 4쵸메 목 수·토 제1·제3금 카

니시신주쿠 5쵸메 월 수·토 제2·제4목 카

니시신주쿠 6쵸메 토 월·목 제1·제3수 카

니시신주쿠 7, 8쵸메 화 월·목 제2·제4수 카

니시와세다 1, 3쵸메 수 화·금 제1·제3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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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회 )

태우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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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주쿠 청소 사무소

☎ 03-3950-2923
동 :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 03-3353-9471
카 : 카부키쵸 청소센터

☎ 03-3200-5339



비가 오는 날도 수거합니다.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 배출해 주십시오.

폐지 (신문, 잡지, 책, 재활용 가능한 종이, 골판지, 종이팩 등) 　 용기포장 플라스틱

3

안쪽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종이팩, 비닐로 코팅된 종이, 카본지, 
사진, 종이컵, 기름종이, 기름이 밴 종이류, 문서파쇄기의 폐지, 냄새가 
심한 종이류, 발포지, 감열지, 방수가공지, 승화전사지(열전사지 등)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COOKIE

ラップ 50ｍ

GUM

みかん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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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이물질이 남아있는 용기

위험한 물품이나 의료용 폐기물은 함께 
배출하지 마십시오.

●면도칼, 커터칼날, 가위, 식칼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자택 의료용 폐기물
　(링거팩, CAPD팩 및 부속 튜브류 등）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표시가 되어있는 링거팩, CAPD팩, 옷걸이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마크가 없는 해외제품

재활용 작업시 아주 위험합니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플라스틱 제품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페트병은 용기포장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일에 　　　　　　　　　　　 로 가져 오십시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폐지는 단체수거 시에도 수거합니다. 가능한 한 단체수거 시에 배출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병

트레이 캡, 노즐, 파스너 스티로폼, 과일망,
에어캡(뽁뽁이)

팩 컵 용기

비닐봉지, 필름

※가격표 등이 붙어 있는 실은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폐지, 용기포장 플라스틱】

노트 식품 등의 박스 포장지

티슈 박스
(비닐은 제거한다)

종이 봉투 복사 용지

랩이나 알루미늄 호일의 박스
(금속 부분은 제거한다)

신문·전단지

네 번 접고, 전단지는
신문 사이에 끼워 주십시오.

책잡지

골판지

단면이

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잡지나 책 사이에 끼워 주십시오.

종이팩

지역 센터 등의 구청 시설이나
구내의 일부 슈퍼에 설치된 수거
용기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는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배출
방법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상품이 들어 있었던 용기나 상품을 포장했던 포장재로, 상품을 사용했거나 사용이 끝나 필요없게 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식별 마크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일부 표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수거합니다.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 배출해 주십시오.

폐지 (신문, 잡지, 책, 재활용 가능한 종이, 골판지, 종이팩 등) 　 용기포장 플라스틱

3

안쪽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종이팩, 비닐로 코팅된 종이, 카본지, 
사진, 종이컵, 기름종이, 기름이 밴 종이류, 문서파쇄기의 폐지, 냄새가 
심한 종이류, 발포지, 감열지, 방수가공지, 승화전사지(열전사지 등)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COOKIE

ラップ 50ｍ

GUM

みかん

4

재
활
용
품
으
로 

수
거
할 

수 

없
는 

것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이물질이 남아있는 용기

위험한 물품이나 의료용 폐기물은 함께 
배출하지 마십시오.

●면도칼, 커터칼날, 가위, 식칼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자택 의료용 폐기물
　(링거팩, CAPD팩 및 부속 튜브류 등）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표시가 되어있는 링거팩, CAPD팩, 옷걸이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마크가 없는 해외제품

재활용 작업시 아주 위험합니다.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플라스틱 제품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페트병은 용기포장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일에 　　　　　　　　　　　 로 가져 오십시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폐지는 단체수거 시에도 수거합니다. 가능한 한 단체수거 시에 배출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병

트레이 캡, 노즐, 파스너 스티로폼, 과일망,
에어캡(뽁뽁이)

팩 컵 용기

비닐봉지, 필름

※가격표 등이 붙어 있는 실은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폐지, 용기포장 플라스틱】

노트 식품 등의 박스 포장지

티슈 박스
(비닐은 제거한다)

종이 봉투 복사 용지

랩이나 알루미늄 호일의 박스
(금속 부분은 제거한다)

신문·전단지

네 번 접고, 전단지는
신문 사이에 끼워 주십시오.

책잡지

골판지

단면이

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잡지나 책 사이에 끼워 주십시오.

종이팩

지역 센터 등의 구청 시설이나
구내의 일부 슈퍼에 설치된 수거
용기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는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배출
방법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상품이 들어 있었던 용기나 상품을 포장했던 포장재로, 상품을 사용했거나 사용이 끝나 필요없게 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식별 마크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일부 표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병 (음료 및 식품용 병, 화장품 병, 내복약 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5 6

(다 사용한 망간, 
알칼리, 리튬 건전지)

(음료, 술, 미림, 간장, 간장 가공품, 미림 풍미 조미료, 식초, 
조미 식초, 오일이 없는 드레싱 타입 조미료용, 알코올 발효조미료)

표시가 있는
페트병페트병

캔 (음료 및 식품용 알루미늄캔, 스틸캔)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페트병 뚜껑과 라벨은 용기 포장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기름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 간단하게 씻어 내용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플라스틱 뚜껑은 용기포장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는 병, 약품(내복약 이외)병, 깨진 
병, 전구, 형광등 등, 판유리, 컵, 내열 유리, 도자기류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뚜껑을 연다 가볍게 헹구고 물기를 없앤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뚜껑과 라벨을 떼어낸다 헹구고 찌그러뜨린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버튼 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 03-3434-0261
홈페이지
http://www.botankaishu.jp/m/top.php

소형 충전식 
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일반사단법인 JBRC
☎ 03-6403-5673
홈페이지
http://www.jbrc.com/

●신문, 잡지, 골판지, 헌옷, 알루미늄캔, 재사용 가능한 병(반복해서 쓸 수 있는 병) 등은 단체수거로 수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단체수거로 배출해 주십시오(각 단체의 규칙에 따라 배출하여 주십시오).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는 공동주택등에서 컨테이너·네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네트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네트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러운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캔, 음료·식품용 
이외의 캔, 18리터 캔, 도료 캔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가볍게 헹구고 물기를 없앤다
특히 애완동물용 먹이 캔은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과자나 차의 캔 등도
배출하여 주십시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버튼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수거할 수
없는 것

버튼 전지는 회수 협력점으로 가져 오십시오.
소형 충전식 전지(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등)는 법률로 제조사 등이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소형 충전식 전지에는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으므로, 마크가 있는 전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회수 협력점에 
설치된 ‘소형 충전식 전지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

일회용 부탄가스통 이외의 가스통 전문 사업자를 소개합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회수협력점의 검색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뚜껑과 노즐은 재활용으로

코인 리튬 전지(CR 또는 BR의 번호)는
건전지와 함께 회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사용하고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와 같은 구청 시설이나 
구내 일부 슈퍼 등에 설치된 수거 
용기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플라스틱 뚜껑이나 노즐은 용기포장 
플라스틱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 
시오.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일에 　　　　　　　　　　　 로 가져 오십시오.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병 (음료 및 식품용 병, 화장품 병, 내복약 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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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한 망간, 
알칼리, 리튬 건전지)

(음료, 술, 미림, 간장, 간장 가공품, 미림 풍미 조미료, 식초, 
조미 식초, 오일이 없는 드레싱 타입 조미료용, 알코올 발효조미료)

표시가 있는
페트병페트병

캔 (음료 및 식품용 알루미늄캔, 스틸캔)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페트병 뚜껑과 라벨은 용기 포장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기름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 간단하게 씻어 내용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플라스틱 뚜껑은 용기포장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는 병, 약품(내복약 이외)병, 깨진 
병, 전구, 형광등 등, 판유리, 컵, 내열 유리, 도자기류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뚜껑을 연다 가볍게 헹구고 물기를 없앤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뚜껑과 라벨을 떼어낸다 헹구고 찌그러뜨린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버튼 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 03-3434-0261
홈페이지
http://www.botankaishu.jp/m/top.php

소형 충전식 
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일반사단법인 JBRC
☎ 03-6403-5673
홈페이지
http://www.jbrc.com/

●신문, 잡지, 골판지, 헌옷, 알루미늄캔, 재사용 가능한 병(반복해서 쓸 수 있는 병) 등은 단체수거로 수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단체수거로 배출해 주십시오(각 단체의 규칙에 따라 배출하여 주십시오).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는 공동주택등에서 컨테이너·네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네트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네트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러운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캔, 음료·식품용 
이외의 캔, 18리터 캔, 도료 캔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는것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가볍게 헹구고 물기를 없앤다
특히 애완동물용 먹이 캔은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과자나 차의 캔 등도
배출하여 주십시오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버튼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수거할 수
없는 것

버튼 전지는 회수 협력점으로 가져 오십시오.
소형 충전식 전지(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등)는 법률로 제조사 등이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소형 충전식 전지에는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으므로, 마크가 있는 전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회수 협력점에 
설치된 ‘소형 충전식 전지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燃やすごみに
お出しください

일회용 부탄가스통 이외의 가스통 전문 사업자를 소개합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회수협력점의 검색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뚜껑과 노즐은 재활용으로

코인 리튬 전지(CR 또는 BR의 번호)는
건전지와 함께 회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사용하고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와 같은 구청 시설이나 
구내 일부 슈퍼 등에 설치된 수거 
용기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플라스틱 뚜껑이나 노즐은 용기포장 
플라스틱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 
시오.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일에 　　　　　　　　　　　 로 가져 오십시오.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소형 가전제품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또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또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고무 제품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용기포장 플라스틱

기름이 묻어 있거나 간단하게 씻어
내용물을 제거할 수 없는 페트병

호스와 같이 긴 것은
50cm 정도로 잘라 주십시오.

코드류는 묶어
주십시오.

두꺼운 종이 등으로 포장
하고 “キケン(위험)”이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두꺼운 종이 등으로 포장
하고 “キケン(위험)”이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종이 케이스에 넣어
주십시오.

칼, 바늘,
면도칼 등 형광등, 전구

식용유

종이나 헝겊으로 닦거나
응고제로 응고시켜 주십시오.

소량의 수목 가지와 잎

50cm 이하의 길이로 잘라 주십시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①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②적당한 양만 만든다
③재료를 허비하거나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④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는 태우는 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헌옷의 재활용】
필요없게 된 의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헌옷 재활용에 도전해 보십시오!

①프리마켓이나 바자에 보낸다

③단체수거를 이용한다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②재활용 활동센터를 이용한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장의 대형쓰레기는 자기 처리 책임이므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 직접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일반 폐기물은 도쿄 폐기물 사업 협동조합（☎03-3232-6249）, 산업 폐기물은 도쿄도 
산업 폐기물 협회（☎03-5283-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PC, 오토바이, 타이어, 피아노, 
내화금고, 소화기, 블록

대형쓰레기로 처리
할 수 없는 것

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용기포장 플라스틱 이외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류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주 2회 태우는 쓰레기 수거일에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태우는 쓰레기

월 2회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수거일에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반드시 전부 사용한 다음 내용물이 보이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ライタ〡(라이터)”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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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오물은 제거하여 주십시오.

의류, 종이기저귀, 위생용품 보냉제, 건조제

피혁 제품

종이 쓰레기 등

알루미뉴 호일

가정용 수은 체온계·
수은 혈압계

알루미늄 호일·
금속류

도자기, 유리,
깨진 병

일회용 라이터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로 한 변의 길이가 약 30cm를 초과하는 가구나 침구, 
전기제품(가전 재활용품 이외), 자전거 등이 대형쓰레기입니다. 해체해도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는 수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접수센터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대형쓰레기(가정용)

사전
신청제
유 료

신주쿠구의 유료 대형쓰레기 처리권 에는 

A권(200엔)과 B권(300엔)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처리 수수 료분을 

구 입 하 십 시 오 .  신 주 쿠 구 의  유 료  

대형쓰레기 처리권은 ‘유료 쓰레기 처 

리권 취급소’ 표시가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슈퍼, 청소사무소, 각 청소센 터, 

각 특별출장소, 쓰레기감량재활용 과(구청 

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

월부터 요금이 개정됩니다.

신주쿠구의 
대형쓰레기 처리 권’구입

2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전화 03-5296-7000
(월~토, 오전 8시~오후 7시)
인터넷(24시간)

http://sodai.tokyokankyo.or.jp/

처리 수수료와 접수번호, 수거일을 알려드 

립니다. 배출 장소를 확인합니다.

버릴 쓰레기의 크기와 재질을 
확인한 다음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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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당일 아침 8시까지 수거 가능한 장소

(단독주택의 현관 앞이나 공동 주택의 1층 

출구 부분)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유료 

대형쓰레기 처리 권에는 수거일과 접수번호

(또는 성명)를 기입한 다음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십시오.

수거일 아침 8시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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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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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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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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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제품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또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뚜껑이 있는 용기(60L 정도)
또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

고무 제품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용기포장 플라스틱

기름이 묻어 있거나 간단하게 씻어
내용물을 제거할 수 없는 페트병

호스와 같이 긴 것은
50cm 정도로 잘라 주십시오.

코드류는 묶어
주십시오.

두꺼운 종이 등으로 포장
하고 “キケン(위험)”이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두꺼운 종이 등으로 포장
하고 “キケン(위험)”이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종이 케이스에 넣어
주십시오.

칼, 바늘,
면도칼 등 형광등, 전구

식용유

종이나 헝겊으로 닦거나
응고제로 응고시켜 주십시오.

소량의 수목 가지와 잎

50cm 이하의 길이로 잘라 주십시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①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②적당한 양만 만든다
③재료를 허비하거나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④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는 태우는 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헌옷의 재활용】
필요없게 된 의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헌옷 재활용에 도전해 보십시오!

①프리마켓이나 바자에 보낸다

③단체수거를 이용한다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②재활용 활동센터를 이용한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장의 대형쓰레기는 자기 처리 책임이므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 직접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일반 폐기물은 도쿄 폐기물 사업 협동조합（☎03-3232-6249）, 산업 폐기물은 도쿄도 
산업 폐기물 협회（☎03-5283-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PC, 오토바이, 타이어, 피아노, 
내화금고, 소화기, 블록

대형쓰레기로 처리
할 수 없는 것

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용기포장 플라스틱 이외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류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주 2회 태우는 쓰레기 수거일에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태우는 쓰레기

월 2회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수거일에
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반드시 전부 사용한 다음 내용물이 보이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ライタ〡(라이터)”
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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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오물은 제거하여 주십시오.

의류, 종이기저귀, 위생용품 보냉제, 건조제

피혁 제품

종이 쓰레기 등

알루미뉴 호일

가정용 수은 체온계·
수은 혈압계

알루미늄 호일·
금속류

도자기, 유리,
깨진 병

일회용 라이터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로 한 변의 길이가 약 30cm를 초과하는 가구나 침구, 
전기제품(가전 재활용품 이외), 자전거 등이 대형쓰레기입니다. 해체해도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는 수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접수센터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대형쓰레기(가정용)

사전
신청제
유 료

신주쿠구의 유료 대형쓰레기 처리권 에는 

A권(200엔)과 B권(300엔)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처리 수수 료분을 

구 입 하 십 시 오 .  신 주 쿠 구 의  유 료  

대형쓰레기 처리권은 ‘유료 쓰레기 처 

리권 취급소’ 표시가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슈퍼, 청소사무소, 각 청소센 터, 

각 특별출장소, 쓰레기감량재활용 과(구청 

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

월부터 요금이 개정됩니다.

신주쿠구의 
대형쓰레기 처리 권’구입

2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전화 03-5296-7000
(월~토, 오전 8시~오후 7시)
인터넷(24시간)

http://sodai.tokyokanky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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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다음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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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현관 앞이나 공동 주택의 1층 

출구 부분)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유료 

대형쓰레기 처리 권에는 수거일과 접수번호

(또는 성명)를 기입한 다음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십시오.

수거일 아침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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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구청 시설 등에서 수거하는 것
지역 센터 등의 구청 시설이나 구내
일부 점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포상금 지급 …………… 연 2회, 수거양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물품 지급………… 장갑이나 앞치마, 빗자루, 대차 등을 조사를 통해 연 1회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거 장소 

표시 깃발이나 게시용 전단지 등도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등록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관할은 1,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신주쿠 청소 사무소 ☎03-3950-2923　신주쿠 히가시 청소 센터 ☎03-3353-9471　카부키쵸 청소센터 ☎03-3200-5339

가정에서 나오는것만 회수합니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방조망 대여
까마귀나 고양이로 인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집적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동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재활용 활동센터에서는 가정에서 필요없게 된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를 인수하기 위해 방문하고, 수리 등을 거쳐 
다시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상점‘모이치도 클럽’의 운영이나 프리마켓 개최를 통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       소재지: 다카다노바바 4-10-2 ☎03-5330-5374  FAX：03-5330-5371
●니시 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  소재지: 니시와세다 3-19-5 ☎03-5272-5374  FAX：03-5272-5384
●홈페이지　http://www.shinjuku-rc.org/

단체수거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단체수거란 주민 여러분이 10세대 이상 모여 수거 품목(신문, 잡지, 골판지, 헌옷, 알루미늄캔, 재사용 가능한 
병 등)과 수거 장소, 수거 일시를 정한 다음 수거 업자에게 인도하는 자발적인 재활용 활동입니다. 현재 
신주쿠구에서는 마을모임, 자치회, 아파트 관리조합 등 약 520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수거의 장점으로는‘자원이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모인다’‘리사이클의 의식을 높인다’‘자원 절약, 환경 
미화로 이어진다’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러분과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지역의 활력도 향상됩니다. 
리사이클 활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시작하려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수거에 참가한다.

신주쿠 청소사무소 사업계(직통 ☎03-3950-296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방법1

방법2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의 폐지 회수 시에도 수거합니다.
알루미늄이 코팅된 것은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단 아래 시설에서는 
안쪽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에코 갤러리 신주쿠(니시신주쿠 2-11-4 신주쿠 중앙공원 내) ☎03-3348-6277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니시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이하 참조)

종이팩 500ml 이상인 것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흰색 트레이 전용 수거 용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의 용기포장 플라스틱에서도 수거합니다.

흰색 트레이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정에서 다 사용한 가정용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
브라더 공업주식회사, 캐논 주식회사, 델 주식회사, 세이코엡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본 HP의 순정 카트리지에 한합니다.
문의 신주쿠구청 쓰레기감량재활용과 ☎03-5273-3318

잉크 카트리지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를 유료(25kg 미만 한 마리 당 2017년 4월부터 3,000엔 ※2017년 3월 31일까지 2,600엔)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자택 부지 안이나 개인 도로, 공터 등에 소유자가 불확실한 동물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료입니다.

동물 사체 인수

도로 위는 각 도로 관리자가 처리하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도는 도쿄 국도공사사무소 요요기 출장소…………………………………  ☎03-3374-9451
▶도쿄도 관할 도로는 관할 청소사무소나 각 청소센터로
▶구 관할 도로는 동부공사사무소(메이지도리를 경계로 동쪽)……………… ☎03-5361-2454
　　　             서부공사사무소(메이지도리를 경계로 서쪽)……………… ☎03-3364-2422

현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 방문수거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며 간호가 필요한 분이나 장애인만의 세대, 재활용품과 쓰레기 집적소까지 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렵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
●85세 이상이며 단독 세대이고 친족이나 친지 등이 정기적으로 연락 또는 방문을 하지 않는 분

쓰레기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망간 전지, 알칼리 전지, 리튬 전지, 코인 리튬 전지(CR 또는 BR의 번호)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에서도 건전지를 주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휴대용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리모컨, 케이블, AC어댑터 등의 부속품을 
에서 자원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사용했던 것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위 품목 이외의 전자기기 등은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또는 ‘대형쓰레기’입니다.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9품목) 등의 수거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일반 가정의 이사나 방 정리, 수목 정리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수목의 벌채나 가지치기 등을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느 그 업자가 인수하도록 의뢰하십시오. )
가정에서 한번에 45L 봉투로 4봉지 이상 배출할 경우는 미리 관할 청소 사무소 또는 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거 품목

●쓰레기감량재활용과
　(본청사 7F)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

●니시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
●신주쿠 청소 사무소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카부키쵸 청소센터
●신주쿠 중계·자원센터

수거 창구

특별 출장소회수 박스

주의점
●제거 가능한 전지, 배터리 등은 제거하고 가져 오십시오. ●개인정보가 기록된 기억장치는 제거하거나 
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 ●본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책임지고 삭제해 주십시오. ●수거한 소형 
전자기기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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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구청 시설 등에서 수거하는 것
지역 센터 등의 구청 시설이나 구내
일부 점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포상금 지급 …………… 연 2회, 수거양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물품 지급………… 장갑이나 앞치마, 빗자루, 대차 등을 조사를 통해 연 1회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거 장소 

표시 깃발이나 게시용 전단지 등도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등록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관할은 1,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신주쿠 청소 사무소 ☎03-3950-2923　신주쿠 히가시 청소 센터 ☎03-3353-9471　카부키쵸 청소센터 ☎03-3200-5339

가정에서 나오는것만 회수합니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방조망 대여
까마귀나 고양이로 인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집적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동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재활용 활동센터에서는 가정에서 필요없게 된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를 인수하기 위해 방문하고, 수리 등을 거쳐 
다시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상점‘모이치도 클럽’의 운영이나 프리마켓 개최를 통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       소재지: 다카다노바바 4-10-2 ☎03-5330-5374  FAX：03-5330-5371
●니시 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  소재지: 니시와세다 3-19-5 ☎03-5272-5374  FAX：03-5272-5384
●홈페이지　http://www.shinjuku-rc.org/

단체수거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단체수거란 주민 여러분이 10세대 이상 모여 수거 품목(신문, 잡지, 골판지, 헌옷, 알루미늄캔, 재사용 가능한 
병 등)과 수거 장소, 수거 일시를 정한 다음 수거 업자에게 인도하는 자발적인 재활용 활동입니다. 현재 
신주쿠구에서는 마을모임, 자치회, 아파트 관리조합 등 약 520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수거의 장점으로는‘자원이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모인다’‘리사이클의 의식을 높인다’‘자원 절약, 환경 
미화로 이어진다’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러분과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지역의 활력도 향상됩니다. 
리사이클 활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시작하려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수거에 참가한다.

신주쿠 청소사무소 사업계(직통 ☎03-3950-296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방법1

방법2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의 폐지 회수 시에도 수거합니다.
알루미늄이 코팅된 것은 ‘태우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단 아래 시설에서는 
안쪽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에코 갤러리 신주쿠(니시신주쿠 2-11-4 신주쿠 중앙공원 내) ☎03-3348-6277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니시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이하 참조)

종이팩 500ml 이상인 것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흰색 트레이 전용 수거 용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의 용기포장 플라스틱에서도 수거합니다.

흰색 트레이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정에서 다 사용한 가정용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
브라더 공업주식회사, 캐논 주식회사, 델 주식회사, 세이코엡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본 HP의 순정 카트리지에 한합니다.
문의 신주쿠구청 쓰레기감량재활용과 ☎03-5273-3318

잉크 카트리지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를 유료(25kg 미만 한 마리 당 2017년 4월부터 3,000엔 ※2017년 3월 31일까지 2,600엔)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자택 부지 안이나 개인 도로, 공터 등에 소유자가 불확실한 동물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료입니다.

동물 사체 인수

도로 위는 각 도로 관리자가 처리하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도는 도쿄 국도공사사무소 요요기 출장소…………………………………  ☎03-3374-9451
▶도쿄도 관할 도로는 관할 청소사무소나 각 청소센터로
▶구 관할 도로는 동부공사사무소(메이지도리를 경계로 동쪽)……………… ☎03-5361-2454
　　　             서부공사사무소(메이지도리를 경계로 서쪽)……………… ☎03-3364-2422

현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 방문수거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며 간호가 필요한 분이나 장애인만의 세대, 재활용품과 쓰레기 집적소까지 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렵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
●85세 이상이며 단독 세대이고 친족이나 친지 등이 정기적으로 연락 또는 방문을 하지 않는 분

쓰레기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망간 전지, 알칼리 전지, 리튬 전지, 코인 리튬 전지(CR 또는 BR의 번호)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에서도 건전지를 주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휴대용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리모컨, 케이블, AC어댑터 등의 부속품을 
에서 자원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사용했던 것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위 품목 이외의 전자기기 등은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또는 ‘대형쓰레기’입니다.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9품목) 등의 수거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일반 가정의 이사나 방 정리, 수목 정리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수목의 벌채나 가지치기 등을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느 그 업자가 인수하도록 의뢰하십시오. )
가정에서 한번에 45L 봉투로 4봉지 이상 배출할 경우는 미리 관할 청소 사무소 또는 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거 품목

●쓰레기감량재활용과
　(본청사 7F)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

●니시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
●신주쿠 청소 사무소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카부키쵸 청소센터
●신주쿠 중계·자원센터

수거 창구

특별 출장소회수 박스

주의점
●제거 가능한 전지, 배터리 등은 제거하고 가져 오십시오. ●개인정보가 기록된 기억장치는 제거하거나 
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 ●본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책임지고 삭제해 주십시오. ●수거한 소형 
전자기기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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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사업장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유료)

대형 쓰레기가 아닙니다. 가전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요금과 운반 요금이 
필요합니다. 판매점 또는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새로 바꿀 경우  새 제품을 구매할 판매점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처분만 할 경우

재활용 요금
표준 금액

(2016년 4월 현재)

에어컨

브라운관 TV
액정 TV
플라즈마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972∼2,041엔

1,836∼3,688엔

3,672∼5,578엔

2,484∼3,310엔

운반
요금+

※제조사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표준 금액입니다.

●유해성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심한 악취가 나는 것
일회용 부탄가스 이외의 가스통,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시너 등), 도료, 약품류, 인쇄용 잉크, 배터리, 
폭죽, 성냥, 소화기 등

●처리가 곤란한 것
　타이어, 피아노, 내화금고, 흙, 모래, 돌, 블록, 오니(오염된 진흙) 등

사업자가 배출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나 자원 수거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수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신주쿠구의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이 붙어 있을 경우에만 수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재활용품과 쓰레기 배출방법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기로 배출할 경우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양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봉투로 배출할 경우
봉투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쓰레기량이 적을 경우에는 
작은 봉투를 사용하여 주십 
시오.

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용기포장 플라스틱을 배출할 경우

신문, 잡지의 경우
높이 10cm에 대해 
10L  스티커를 1장 
붙여 주십 시오.

골판지의 경우
대략 귤 상자 정도의 
크기 2장에 대해 10L 
스티커를 1장 붙여 주 
십시오.

폐지를 배출할 경우

병, 캔, 페트병,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건전지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고 봉투 크 
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인 
다음 재활용품·쓰레기 집적 
소로 배출해 주십시오.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부탄가스통,건전지를 배출할 경우

대, 45리터 상당

중, 20리터 상당

소, 10리터 상당

2,415엔

3,100엔

1,380엔

690엔

2,660엔

3,420엔

1,520엔

760엔

1세트 5장

2017년
4월~9월까지

(현재요금)

2017년
10월부터

(개정후요금)

1세트 10장

1세트 10장

1세트 10장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 요금표

●‘유료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표시가 있는 상점
(편의점, 슈퍼 등)

●청소사무소, 각 청소센터
●쓰레기감량재활용과(구청 내)
●특별출장소

※취급점 중에는 다른 구의 유료 쓰레기 처리권을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신주쿠구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유료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

20L

10cm

10cm

60L

병 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페트병

①처분할 제품을 구매한 판매점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구입한 판매점이 폐업하는 등, 판매점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 
（☎03-5296-7200　접수 시간: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③자신이 운반하여 직접 지정 수거 장소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가전재 활용권’
을 구입(재활용 요금과 이체 수수료가 필요)하고, 사전에 지정 수거 장소로 연락한 다음 
가지고 가십시오. 지정 수거 장소는 청소사무소, 청소센터로 문의 하시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정용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제조사의 연락처 등은 PC 3R 추진센터(홈페이지 http://www.pc3r.jp/　  
☎03-5282-7685)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거할 제조사가 없는 PC(자작 PC, 
도산한 제조사 PC, 사업 철수한 제조사 PC 등)는 PC 3R 추진협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수거 및 재활용 요금이 필요합니다.(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 ‘PC
재활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제외) 주요 제조사의 수거 및 재활용 요금은 PC 
본체가 4,320엔이고, 일체형 이외의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4,320~5,400엔이 
필요합니다.

가정용PC　제조사가 수거 및 재활용합니다. 폐기할 기종의 제조사 등으로 직접 신청하여 주십시오.

수거 방법이나 재활용 요금 등은 이륜차 재활용 콜센터（☎050-3000-072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토바이　제조사 등에 의한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료이므로 수거 방법이나 재활용 요금 등은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콘택트센터
（☎050-3786-775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자동차재활용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문사업자에게 배출하는 것　전문사업자를 소개합니다.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스티커)

스티커 붙이는 방법

특대, 70리터 상당
（　 표시 전용）

2017년 10월부터 
요금이 개정됩니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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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사업장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유료)

대형 쓰레기가 아닙니다. 가전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요금과 운반 요금이 
필요합니다. 판매점 또는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새로 바꿀 경우  새 제품을 구매할 판매점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처분만 할 경우

재활용 요금
표준 금액

(2016년 4월 현재)

에어컨

브라운관 TV
액정 TV
플라즈마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972∼2,041엔

1,836∼3,688엔

3,672∼5,578엔

2,484∼3,310엔

운반
요금+

※제조사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표준 금액입니다.

●유해성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심한 악취가 나는 것
일회용 부탄가스 이외의 가스통,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시너 등), 도료, 약품류, 인쇄용 잉크, 배터리, 
폭죽, 성냥, 소화기 등

●처리가 곤란한 것
　타이어, 피아노, 내화금고, 흙, 모래, 돌, 블록, 오니(오염된 진흙) 등

사업자가 배출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나 자원 수거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수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신주쿠구의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이 붙어 있을 경우에만 수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재활용품과 쓰레기 배출방법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기로 배출할 경우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양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봉투로 배출할 경우
봉투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쓰레기량이 적을 경우에는 
작은 봉투를 사용하여 주십 
시오.

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용기포장 플라스틱을 배출할 경우

신문, 잡지의 경우
높이 10cm에 대해 
10L  스티커를 1장 
붙여 주십 시오.

골판지의 경우
대략 귤 상자 정도의 
크기 2장에 대해 10L 
스티커를 1장 붙여 주 
십시오.

폐지를 배출할 경우

병, 캔, 페트병,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건전지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고 봉투 크 
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인 
다음 재활용품·쓰레기 집적 
소로 배출해 주십시오.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부탄가스통,건전지를 배출할 경우

대, 45리터 상당

중, 20리터 상당

소, 10리터 상당

2,415엔

3,100엔

1,380엔

690엔

2,660엔

3,420엔

1,520엔

760엔

1세트 5장

2017년
4월~9월까지

(현재요금)

2017년
10월부터

(개정후요금)

1세트 10장

1세트 10장

1세트 10장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 요금표

●‘유료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표시가 있는 상점
(편의점, 슈퍼 등)

●청소사무소, 각 청소센터
●쓰레기감량재활용과(구청 내)
●특별출장소

※취급점 중에는 다른 구의 유료 쓰레기 처리권을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신주쿠구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유료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

20L

10cm

10cm

60L

병 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페트병

①처분할 제품을 구매한 판매점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구입한 판매점이 폐업하는 등, 판매점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 
（☎03-5296-7200　접수 시간: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③자신이 운반하여 직접 지정 수거 장소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가전재 활용권’
을 구입(재활용 요금과 이체 수수료가 필요)하고, 사전에 지정 수거 장소로 연락한 다음 
가지고 가십시오. 지정 수거 장소는 청소사무소, 청소센터로 문의 하시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정용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제조사의 연락처 등은 PC 3R 추진센터(홈페이지 http://www.pc3r.jp/　  
☎03-5282-7685)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거할 제조사가 없는 PC(자작 PC, 
도산한 제조사 PC, 사업 철수한 제조사 PC 등)는 PC 3R 추진협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수거 및 재활용 요금이 필요합니다.(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 ‘PC
재활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제외) 주요 제조사의 수거 및 재활용 요금은 PC 
본체가 4,320엔이고, 일체형 이외의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4,320~5,400엔이 
필요합니다.

가정용PC　제조사가 수거 및 재활용합니다. 폐기할 기종의 제조사 등으로 직접 신청하여 주십시오.

수거 방법이나 재활용 요금 등은 이륜차 재활용 콜센터（☎050-3000-072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토바이　제조사 등에 의한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료이므로 수거 방법이나 재활용 요금 등은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콘택트센터
（☎050-3786-775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자동차재활용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문사업자에게 배출하는 것　전문사업자를 소개합니다. 청소사무소나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스티커)

스티커 붙이는 방법

특대, 70리터 상당
（　 표시 전용）

2017년 10월부터 
요금이 개정됩니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13 14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원 순환형 사회’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생 이용, 적정한 처리를 통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반성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지구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과 사업자, 구청이 힘을 합쳐‘자원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합시다. 1989년은 과거의 통계상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자원 수거는 단체수거뿐이었습니다. 그 후 1992년에 병과 

캔의 분리 수거가 시작되었고, 1996년에 사업장 쓰레기의 유료화, 1997년에 페트병 수거, 1999년 10월에 
주 1회의 폐지 수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4월부터는 ‘용기포장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기타 플라스틱, 
가죽이나 고무 제품’을 태우는 쓰레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캔, 페트병을 거점 회수로 수거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을, 2011년 4월부터는 건전지를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는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대형쓰레기)
　처리 경비, 수거와 운반부터 처리와 처분까지 구청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자원화 비용(1kg 당)　비용÷수거량

수거에서 재자원화까지 구청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매각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뺍니다. 용기 포장 재활용법 대상의 상품은 재상품화 경비(구청 부담)를 포함합니다.)

●단체수거　14엔/1kg 비용÷수거량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키워드는‘3개의 R’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생활 습관을‘3개의 R’로 되돌아 봅시다.
각자가 조금씩 주의한다면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 가능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자, 자원 순환형 사회

구민의 역할 사업자의 역할 구청의 역할

●쓰레기 감량과 재 
활용 실천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

●단체수거와 일반 
수거에 협력

●재활용하기 쉬운 제 
품의 제조 및 판매

●사용이 종료된 제품 
의 자발적인수거와 
재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자체 처리 
책임에 근거한 적정 
한 처리

●쓰레기 감량과 재 
활용 추진의 보급 
및 계몽

●재활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과 지도

●폐기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ＲＥＤＵＣＥ
첫 번째 R은

(리듀스)

RECYCLE
세 번째 R은

(리사이클)

●1회용품은 사지 않는다
●과잉 포장은 거절한다
●쇼핑 시에 전용 가방을 준비 

한다
●팩에 들어 있는 것은 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 
한다

●대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쓰레기가 될 것을 줄일 것

●고장나거나 부서진 것은 수리 
하여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 
한다

●프리마켓이나 재활용 상점을 
이용한다

쉽게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것
재생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필요 없게 된 것을 쓰레기로 버리 
지 않고 다시 한번 자원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과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배출한다
●재생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 

한다

재생하여 다시 사용할 것

REUSE
두 번째 R은

(리유스)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천연자원을 우리들 세대에서 
전부 사용해 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필요없게 된 것을 자원으로 반복해서 이용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생활방식을 실천합시다. 단체수거는 비용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아직 참가하지 않은 분은

※2015년도는 스프레이캔과 부탄가스통을 포함합니다.
※끝수 처리로 인해 항목별 집계치가 표의 합계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쿠구의
쓰레기양

종별/연도

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대형쓰레기

구청(국) 집계

2005년 2010년 2015년

단위 : t

1989년

종별/연도

단체수거

병, 캔 분별수거

건전지, 흰색 트레이

폐지, 종이팩

페트병

용기포장 플라스틱

사용한 소형 전자제품

합계

2010년 2015년

6,572

4,466

28

6,739

1,279

1,777

---

20,861

6,150

4,882

67

6,003

1,303

1,807

1

20,212

7,172

3,230

23

9,545

408

---

---

20,379

단위 : t

2005년

신주쿠구의
재활용량

1명/1일 당 쓰레기양＝쓰레기양÷인구÷366일(윤년)

2015년도

●2005년도(인구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인구 : 305,536명
　(외국인등록 29,765명을 포함)
　쓰레기양 : 96,442t
　1명/1일 당 쓰레기량 : 864g

●2015년도(인구는 2016년 1월 1일 현재)
　인구 : 334,193명
　(외국인등록 38,585명을 포함)
　쓰레기양 : 72,459t
　1명/1일 당 쓰레기량 : 592g

폐지

24엔

병류

86엔

알루미늄캔

14엔

스틸캔

86엔

페트병

99엔

용기포장 플라스틱

174엔

약
65엔/1kg

구민과 사업자, 구청의 역할

신주쿠구의 쓰레기양과 처리 비용

신주쿠구가 수거한 쓰레기와 재활용량의 변천사

3개의 R로 쓰레기 감량

쓰레기의 양과 인구

처리 비용

72,154

22,464

1,824

96,442

71,496

3,855

2,333

77,684

67,870

2,253

2,335

72,459

152,676

48,322

3,492

204,490



13 14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원 순환형 사회’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생 이용, 적정한 처리를 통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반성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지구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과 사업자, 구청이 힘을 합쳐‘자원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합시다. 1989년은 과거의 통계상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자원 수거는 단체수거뿐이었습니다. 그 후 1992년에 병과 

캔의 분리 수거가 시작되었고, 1996년에 사업장 쓰레기의 유료화, 1997년에 페트병 수거, 1999년 10월에 
주 1회의 폐지 수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4월부터는 ‘용기포장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기타 플라스틱, 
가죽이나 고무 제품’을 태우는 쓰레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캔, 페트병을 거점 회수로 수거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을, 2011년 4월부터는 건전지를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는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대형쓰레기)
　처리 경비, 수거와 운반부터 처리와 처분까지 구청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자원화 비용(1kg 당)　비용÷수거량

수거에서 재자원화까지 구청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매각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뺍니다. 용기 포장 재활용법 대상의 상품은 재상품화 경비(구청 부담)를 포함합니다.)

●단체수거　14엔/1kg 비용÷수거량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키워드는‘3개의 R’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생활 습관을‘3개의 R’로 되돌아 봅시다.
각자가 조금씩 주의한다면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 가능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자, 자원 순환형 사회

구민의 역할 사업자의 역할 구청의 역할

●쓰레기 감량과 재 
활용 실천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

●단체수거와 일반 
수거에 협력

●재활용하기 쉬운 제 
품의 제조 및 판매

●사용이 종료된 제품 
의 자발적인수거와 
재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자체 처리 
책임에 근거한 적정 
한 처리

●쓰레기 감량과 재 
활용 추진의 보급 
및 계몽

●재활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과 지도

●폐기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ＲＥＤＵＣＥ
첫 번째 R은

(리듀스)

RECYCLE
세 번째 R은

(리사이클)

●1회용품은 사지 않는다
●과잉 포장은 거절한다
●쇼핑 시에 전용 가방을 준비 

한다
●팩에 들어 있는 것은 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 
한다

●대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쓰레기가 될 것을 줄일 것

●고장나거나 부서진 것은 수리 
하여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 
한다

●프리마켓이나 재활용 상점을 
이용한다

쉽게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것
재생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필요 없게 된 것을 쓰레기로 버리 
지 않고 다시 한번 자원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과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배출한다
●재생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 

한다

재생하여 다시 사용할 것

REUSE
두 번째 R은

(리유스)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천연자원을 우리들 세대에서 
전부 사용해 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필요없게 된 것을 자원으로 반복해서 이용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생활방식을 실천합시다. 단체수거는 비용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아직 참가하지 않은 분은

※2015년도는 스프레이캔과 부탄가스통을 포함합니다.
※끝수 처리로 인해 항목별 집계치가 표의 합계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쿠구의
쓰레기양

종별/연도

태우는 쓰레기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대형쓰레기

구청(국) 집계

2005년 2010년 2015년

단위 : t

1989년

종별/연도

단체수거

병, 캔 분별수거

건전지, 흰색 트레이

폐지, 종이팩

페트병

용기포장 플라스틱

사용한 소형 전자제품

합계

2010년 2015년

6,572

4,466

28

6,739

1,279

1,777

---

20,861

6,150

4,882

67

6,003

1,303

1,807

1

20,212

7,172

3,230

23

9,545

408

---

---

20,379

단위 : t

2005년

신주쿠구의
재활용량

1명/1일 당 쓰레기양＝쓰레기양÷인구÷366일(윤년)

2015년도

●2005년도(인구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인구 : 305,536명
　(외국인등록 29,765명을 포함)
　쓰레기양 : 96,442t
　1명/1일 당 쓰레기량 : 864g

●2015년도(인구는 2016년 1월 1일 현재)
　인구 : 334,193명
　(외국인등록 38,585명을 포함)
　쓰레기양 : 72,459t
　1명/1일 당 쓰레기량 : 592g

폐지

24엔

병류

86엔

알루미늄캔

14엔

스틸캔

86엔

페트병

99엔

용기포장 플라스틱

174엔

약
65엔/1kg

구민과 사업자, 구청의 역할

신주쿠구의 쓰레기양과 처리 비용

신주쿠구가 수거한 쓰레기와 재활용량의 변천사

3개의 R로 쓰레기 감량

쓰레기의 양과 인구

처리 비용

72,154

22,464

1,824

96,442

71,496

3,855

2,333

77,684

67,870

2,253

2,335

72,459

152,676

48,322

3,492

2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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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키쵸 청소센터

신주쿠 구청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신주쿠 중계·자원센터

신주쿠 청소 사무소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수거일 아침 8시까지 재활용품·쓰레기 집적소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의‘재활용품·쓰레기’수거 요일과 수거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조망 대여, 동물 사체 인수, 방문수거, 다량의 쓰레기 / 재활용품 단체수거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종이팩, 흰색 트레이, 건전지, 잉크 카트리지, 다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9품목)

●가전 재활용 품목(에어컨, TV,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PC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것, 처리가 곤란한 것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

가정에서의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접수 센터로 신청해 주십시오.
sh in juku soda igomi  uketuke 검색인터넷☎ 03-5296-7000

신주쿠구

대형쓰레기 배출 방법 [유료]

관할 청소 사무소·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 단체수거

구청 시설 등에서 수거하는 것

구청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모두 함께 만들자, 자원순환형 사회

사업장 재활용품과 쓰레기 [유료]

2017년도

관할 청소 사무소나 각 청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쿠 청소 사무소 ………………………… ☎03（3950）2923　시모오치아이 2-1-1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 ☎03（3353）9471　산에이쵸 25

●카부키쵸 청소센터 ………………………… ☎03（3200）5339　카부키쵸 2-42-7

●쓰레기감량재활용과(구청 내) …………… ☎03（5273）3318　카부키쵸 1-4-1

홈페이지를 보시려면 Waste Shinjuku 검색

１~２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3∼14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8페이지

요일

요일

요일

번째와
번째

3~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재활용품
폐지, 용기포장 플라스틱, 병, 캔, 페트병,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건전지

태우는 쓰레기

금속, 도자기,
유리 쓰레기

주2회

월2회

주1회

古紙バルブ配合率70％再生紙を使用

Utilizing 70% post-consumer 
recycled paper pulp 

일본어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