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ＪＡＲＡ, 4년만에 3번째  

에너지글로브상 

NPO 법인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

업 연합(JARA, 덴묘 시게루(天明茂)  이

사장)은 2015년의 에네지 글로브상을 수

상하였다. 지난 2011년의 수상에서는 남

태평양도서국에 방치된 사용 후 자동차에 

관한 재활용 시스템과 환경 오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인정받았다. 수상은 4년만으

로  3 번 째 가  된 다. 

 에네지 글로브상은 2000년에 오스트리

아의 볼프강 노이만 씨가 창설. 세계 각

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를 

표창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500이상의 

응 모 가  있 었 다 고  한 다. 

 이번 수상은 자동차 재활용 교육과 계

발을 목적으로 카리브해・서인도제도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주요 대상국으로 하여 

작성한 ‘자동차 리사이클 교과서’(영어

판)이 에너지 글로브 환경 교육 활동 부

분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일본이나 북미에서 

수출한 일본 메이커의 중고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JARA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

육 자료 개발과 정보 제공, 학교와 시민, 

기업에 대한 교육・보급 계발 활동 등에 

꾸준히 임해 온 것을 평가받은 것이라 한

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3일 

BEST, 실무자  

연수회에 회원 사업자들 참가 

BEST(베스트)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

스는 최근, 도쿄도 주오구 내에서 ‘제5

회 BEST실무자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였

다. 얼라이언스를 조직하는 빅웨이브(핫

토리 아츠시 (服部厚司) 사장), JARA(기

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ARN(오카다 다

카노리(岡田誉伯)사장), SSG(하마다 야스

오미(浜田泰臣)사장)의 4개사에 각각 소

속되어 있는 회원 사업자의 실무 책임자 

등 58개사 85명이 참가. 참가자는 단체 

대표의 강의와 그룹 토론을 하며, 업계 

동향을 파악,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의는 먼저 자동차 재활용 부품시장

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빅웨이브의 핫토

리 사장이 설명. 전국에 있는 해체 사업

자 수와 보유 대수의 동향 등으로부터 자

동차 재활용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하였

다. 

JARA의 기타지마 사장은 정비 업계의 

현황에 대해 해설하며, 차세대 자동차나 

신소재, ITS(고도 도로 정보 시스템) 등 

신규 분야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 또한 

재활용 부품 유통 시스템의 시장에 대한 

각사의 움직임을 제시하면서 소개하였다. 

이외에 매출 확대를 위한 과제나 각사

의 대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

는 등 조직 전체에서의 문제 공유를 도모

하였다. BEST에서는 부품의 상호 유통 실

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수회 

등을 활용하여 연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

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20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7월 

3,578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으로부터 소식 :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AAEF) 

가 아키타 현에서 개최!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각

국의 자동차 관계자들이 모여 자동차 재활용과 지구 환경 문제

를 주요 테마로 의견 교환을 실시,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8 년에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이어 

제 2 회는 일본 센다이(仙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 8 회를 맞이하는 이번은 다시 일본 아키타 현(秋田県)을 

무대로 개최되며, ‘지역 진흥과 자동차’를 주제로 각국의 자

동차 리사이클러,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산업 종사자, 정・

관・각 방면의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산업 시찰로써는 지구 규모의  순환형・환경형 사회

의 형성을 실천하고 있는 자동차 재활용사업 회사 ‘주식회사 

다이코상사(大晃商事)’, 이 그룹의 기업으로, 폐 타이어를 칩

으로 만들어 열원으로 이용한 온실재배농장 ‘주식회사 Deco 

· Farm (데코 팜)’의 견학과 아키타현 고사카쵸에 공장이 있

는 "주식회사 일본피지엠/DOWA 그룹’의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

니다. 또한, Deco･Farm에서 수확한 식재료를 사용한 점심도 기

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안

내 말씀드립니다.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지역 진흥과 자동차] 

일  시 : 2015 년 10 월 1 일 (목) ~ 3 일 (토) 

장  소 : 아키타 캐슬 호텔 

(〒010-0001 아키타 현 아키타시 나카도오리 잇쵸메 3-5  

(秋田県秋田市中通一丁目3-5)   TEL : 018-834-1141) 

 

주   최 :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일   정 : 10/1 (목)   오전 : ㈜ 다이코 상사 어스클린 가리

와노(刈和野) 공장 견학 

                       오후 : ㈜ 다이코 상사 본사 공장, ㈜ 

Deco・Farm 견학,전야제 

          10/2 (금)   본 회의・교류 만찬 

          10/3 (토)   일본 PGM / DOWA 그룹  

(아키타 현 가즈노군 고사카마치(秋田県鹿角郡小坂町))  

견학 또는 골프 

※ 10 / 3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  http  :  //www.aaef8.com 

  

문의처: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E-mail: jara@npo-jara.org 

 

* 본 법인은 해체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지구 규모의 

자동차 리사이클과 폐차의 적정 처리의 추진을 도모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04 년에 설립된 NPO 

단체입니다. 

나마하게타이코

(なまはげ太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