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A, SNS에서 부품 정보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JARA,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
京都 中央区))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
용한 회원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공유 재고 시스
템에서 검색한 부품 정보를 LINE(라인) 등의 SNS
에서 고객에게 송신 가능한 신기능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회원은 시스템상에서 간단한 작업만으

대응하는 표시 포맷을 새롭게 제작했다. 나아가
고객이 이용자에게 재송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격은 표시되지 않는 방법도 추가하였다.
JARA는 SNS에서 답변 기능에 따라 회원과 고객
상호 간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할 생각. IT화로 시간
을 유효 활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새로
운 업무 등에도 대응하려고” (기타지마 사장)하며,
상호 간의 경영 지원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8일)

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용구와 상품 정보가 열
람 가능한 전용 URL이 자동으로 생성 가능해진다.
한편, 고객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ARA의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 ‘ATRS (오토

JARA그룹 홋카이도・도호
쿠 블록 실무자가 예회, 산
케이상회 공장 견학

모빌 토털 리사이클 시스템) ’의 신기능으로 추가
되었다. 상용구와 전용 URL은 시스템에서 검색한

참가자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는 산케이상
회 곤노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서 환영사를 전했다.
예회에서는 산케이상회의 사용 후 자동차의 적
정한 해체 처리와 재활용 부품 생산을 하는 공장과
부품 창고 견학을 했다. 참가자들은 견학을 통해
타사에 없는 대응 노력과 개선점 등에 대해 설문지

JARA 그룹 (이마이 유지(今井雄治) 회장) 홋카

를 작성했다. 이 결과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

부품 상세 화면 내에서 ‘상담 정보 복사’ 버튼을 누

이도 · 도호쿠 블록 (와타나베 신이치 (渡辺伸一)

체에서 공유되며, 그룹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향후

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인이나 메신

블록장)은 최근에, 이와테현 가네가사키쵸에 있는

활용된다.

저, 이메일 등에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객의

산케이상회 (곤노 마사히로(紺野正博) 사장)에서

문의에 대해서도 신속하며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2016년도 제2회 홋카이도·도호쿠 블록 실무자 예

진다.

회’를 개최했다. 그룹 회원 사업자의 프런트나 부

장점도 있다. 또한 WhatsApp (왓츠앱) 등 해외에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블록 내에서 정보의 공유화

노력에 대해 각 참가자가 발표하여, 보수 부품 업

서 알려져 있는 SNS에도 송신할 수 있으므로 판로

를 도모하며, 사업 체질의 강화로 이어나가는 기회

계에 있어 재활용 부품 점유율 확대를 위해 블록

확대도 유효하다.

로 삼았다.

내의 유대를 강화했다. 참가자들이 열심히 논의하

이어서, JARA 신규사업그룹 이노 다다히로(飯野
忠大) 그룹장이 사용 후 자동차로부터 생산하는

외장 부품에 대해, 정비사업자의 수용에 맞춰 최적
상품 정보는 여러 상품을 하나의 URL로 송신 가 품 생산 담당자와 제휴하는 리빌트 부품 사업자 34 으로 생산하는 것을 통한 업무 효율 개선에 대해
능하다는 점에서, 판매 손실의 저감으로 이어지는 명이 참가. 산케이상회의 회사 견학과 강의를 통해 해설했다. 그 후, 그룹 내 부품 유통 확대를 위한

또한, 상품 정보 화면은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태
블릿으로 열람하는 것을 상정하여, 모바일 단말에

개최에 앞서 와타나베 블록장은 “견학과 강의를
통해 얻은 것은 여러분의 회사와 JARA 그룹에 도
움이 될 것이다. 확실히 배워 가셨으면 한다.”라고
인사했다. 곤노 사장은 “실무자 회의에서는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앞으
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견학 담당 업체로

SNS용 답변 기능
회사 견학에서 참가자들이 상호 간에 의견
을 교환했다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블록 내에 있어 한층 높
은 레벨 업을 기대되는 예회가 되었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8일)

화창한 날씨에 가족 단위의 659명이 방문하여 붐볐다

주목을 받은 니블러쇼

미야자키시의 구보타 오토
파트가 항례 자동차 리사이
클 축제
자동차 재활용에 대해 알리며,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목표로 한다 -. 구보타 오토파트(구보타
야스노리(久保田泰規) 사장, 미야자키시(宮崎
市))는 7 일, 본사 부지 내에서 ‘제 6 회 자동
차 리사이클 축제’를 개최했다. 지역과의 관계
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일반 고객을
초청하여 공장 설비 견학 등 사업 설명을 메인
으로 하면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을 위한 행
사도 열렸다. 이번에는 화창한 날씨로 축제 회
장에는 659명이 방문하여 붐볐다.
동사는, 사용 후 자동차 (ELV)의 해체와 재활용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
업 부지는 3만 6400 평방미터를 자랑하고 있다.
풍부한 설비의 이점을 살려, ELV 수용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딜러나 정비 공장 등으로부
터 입고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사용자로부
터 매입에도 주력한다.
한편으로는, ‘지역과 더불어 걷는다’를 회사의
기본자세로 삼아, 초등학교 등의 요청으로 재활용
공장 견학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노력을 더욱 충실히 하여,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이벤트인 자동차 리사이클

축제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지역 사회 관계
자 여러분에게 보답함과 더불어 공장을 보여 드림
으로 재활용에 대한 대응 노력을 알리고 싶다.’라
는 회사의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6번째인 리사이클 축제를 맞이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당사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일간 자동차신문 8월 25일)

JARA, 오키나와에서 재활
용 부품 판매 강화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 주요 업체인JARA (일

이벤트를 메인으로 한다”(구보타 사장)는 것이다.

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

이번에는 (1) 니블러쇼 (2) 대형 자동 창고 견학

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는, 오키나와

(3) 자동차 해체의 공정 재현 – 이 3가지를 리사이 현에서 재활용 부품 판매를 강화한다. 콜센터 내
클 축제의 기둥으로 삼았다.
니블러쇼에서는 공장 스태프가 관객 앞에서, 중
장비의 커다란 버킷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주목을

에서 수주 대응 등의 전임자를 배치하여, 현지 사
원의 영업 활동도 강화한다. 기존의 재활용 부품
구매 사이트인 ‘리파트 다이렉트 시스템 (RDS)’과

받았다. 창고 견학은 약 2만 5천 점의 재활용 부품 더불어, 오키나와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을 수납하고 있는 재고의 풍성함과 신속히 출고되

최근 JARA 내에 있는 콜센터에 오키나와 전임

는 부품의 속도에 방문자들이 환성을 질렀다. 자

자를 두었다. 전화나 FAX, 재고 확인 등 수주 대응

동차의 해체 공정을 스태프가 재현하는 장면에서

이외에, ‘시스템상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는 차가 해체되는 모습에 감탄하며 주목하는 사람

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동사)는 방침이다.

들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판매 확대를 위해 오키나와 출장

어린이와 가족 단위로 즐길 수있는 이벤트로
메인 이벤트 이외에도, 아이들도 즐길 수 있도
록 기획했다. 휠 너트로 팽이를 만들어 그것을 돌

소에 주재하는 사원의 영업 활동도 강화한다. 딜
러나 판금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여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리며 노는 코너에서는 회장에 온 아이들이 열중하

동사는, 오키나와에서의 판매에 대해 “현지의

는 모습도 있었다. 이외에도 엔니찌(縁日)의 실현

다양한 요구를 직접 또는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오키나와에 거점을 둔 동사의 강점, 현지 스

CO2削減数値（SPLシステム）

태프와 콜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층 더 서
비스 향상을 도모한다.”고 한다.

リユースパーツ使用によるCO2削減効果
参考値 平成28年7月

3,474t

약 2만 5천 점의 재활용 부품을 수납하고
있는 창고를 견학

등으로 활기찬 리사이클 축제가 되었다.

※一般、中・大型含む車を修理する際、新品
部品を使用して修理する場合に出るCO2排出
量とリサイクル部品を使用して修理する場合
のCO2排出量の差がCO2削減数値になりま
す。
一般社団法人日本自動車リサイクル部品協
議会と早稲田大学環境総合研究センターが
LCA（ライフ・サイクル・アセスメント）の
考え方に基づき共同開発した「グリーンポイ
ントシステム」より参照。

(일간 자동차신문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