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을 
수거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을 
수거합니다.
수거 대상 9품목

●전용 수거함 설치 장소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부속품(리모컨, AC 어댑터, 케이블 등)

휴대용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제거 가능한 전지, 배터리 등은 제거해 주십시오.
●본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책임지고 삭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가 기록된 기억장치는 제거하거나 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
●수거한 소형 전자기기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9개 품목 이외의 전자기기 등은 '금속/도자기/유리 쓰레기' 또는 '대형쓰레기(한 변의 길이가 대략 30cm를 초과하는 것)'로 분류됩니다.

주의점

●창구 수거 실시 장소

회수 박스 설치 시설
구청 본청사 1층

요츠야 특별 출장소

탄스마치 특별 출장소

에노키쵸 특별 출장소

와카마츠쵸 특별 출장소

오오쿠보 특별 출장소

소재지
카부키쵸 1-4-1

나이토우마치 87

탄스마치 15

와세다마치 85

와카마츠쵸 12-6

오오쿠보 2-12-7

창구 회수 장소
신주쿠 구청 쓰레기감량재활용과(본청사 7F)

신주쿠 재활용 활동센터

니시 와세다 재활용 활동센터

신주쿠 청소 사무소

신주쿠 히가시 청소센터

카부키쵸 청소센터

신주쿠 중계ㆍ자원센터

주소
카부키쵸 1-4-1

타카다노바바 4-10-2

니시 와세다 3-19-5

시모 오치아이 2-1-1

요츠야 산에이쵸 10-16

카부키쵸 2-42-7

오오쿠보 3-7-42

전화번호
03－5273－3318

03－5330－5374

03－5272－5374

03－3950－2923

03－3353－9471

03－3200－5339

03－5285－1108

회수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00

화요일~일요일　9:00~17:00

화요일~일요일　10:00~17:00

월요일~토요일　7:40~16:25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의 수거 관련 문의는
신주쿠 청소 사무소 사업계　03-3950-2962로" Utiling70％post-consumer

recycled paper pulp

회수 박스 설치 시설 소재지
토츠카 특별 출장소

오치아이 다이이치 특별 출장소

오치아이 다이니 특별 출장소

카시와기 특별 출장소

츠노하즈 특별 출장소

환경학습 정보센터(에코 갤러리 신주쿠)

타카다노바바 2-18-1

시모 오치아이 4-6-7

나카 오치아이 4-17-13

키타 신주쿠 2-3-7

니시 신주쿠 4-33-7

니시 신주쿠 2-11-4 회수 BOX 외관

2019년 1월 발행 



왜 소형 전자기기 등을 재활용해야 하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 등에는 철·알루미늄 등의 금속 외에 금·
은·동 등의 귀금속과 팔라듐 등의 희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한편, 소형 전자기기 등은 납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도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철을 비롯한 일부 금속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이 폐기물 매립지에 처분되고 있었습니다.또한, 불법 폐기물 수거업자를 통해 국내외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된 소형 전자기기 등은 이렇게 재활용됩니다!

　구내 시설의 창구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소형 전자기기 등은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인증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처리 시설에서 분해·파쇄한 후 금속의 종류나 플라스틱별로 선별하여 금속 제련 사업자가 
금속 자원으로 재생합니다.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도 적절히 처리합니다.수거된 소형 전자기기 등은 새로운 재품의 
원재료로 재활용됩니다.

9품목

(휴대전화)

철 （㎏）

1,381.2

（0.0）

알루미늄 （㎏）

205.6

（0.0）

동 （㎏）

1,024.1

（750.4）

금（g）

2,724.92

（2,611.38）

은 （g）

8,963.36

（8,028.61）

팔라듐（g）

36.33

（0.0）

스테인리스 （g）

63.8

（0.0）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의 수거 관련 문의는 신주쿠 청소 사무소 사업계 03-3950-2962로

제련 원료

금속 자원

소형 전자기기 등

소형
전자기기 등

소비자
(구민) 구청

(창구 수거·수거함 수거)
제조업체

재활용 사업자
(인증 사업자 등)

금속 제련 사업자

원재료로 사용

금속 추출 분해·파쇄·선별

●자원화한 양

●2017년도 수거함 수거, 창구 수거 및 행사 수거 실적

사용한 소형 전자기기 등(9품목): 13,260.8kg(휴대전화 7,832.7kg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