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성 

보수용 재활용 부품의 

규격 책정으로 연구회 

개최 
경제산업성은15일 제5차‘자동차 보

수용 재활용 부품의 규격 책정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총 4

회에 걸쳐 열렸으며 각 의제의 항목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부품 규격의 

통일을 위한 공통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

로 일치하였다. 

동 연구회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보급을 위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는 규격 책정을 목표로 하는 것. 

지식인이나 업계 관계자, 자동차 리사이

클 관련 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며 

옵저버 참가자 중에는 해당 부처의 직원 

등이 동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재사용 부품, 리빌

트 부품의 범위’,‘신뢰성 등의 담보에 

대한 생각’,‘식별・표시 방법’,

‘정보 제공 방식’등에 대해 토론. 

부품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격

화를 실시하는 운영 조직이나 구체적

인 규격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

갈 것을 제시하였다. 

과제로서는 보수 차량의 연식, 사양

에 맞는 부품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의 개발과 해외로 수

출하는 부품의 신뢰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동 연구회는 앞으로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단지 

일부로부터는‘현재 상황에서도 부품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

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토

론은 신중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2014.7.24） 

 
 

기후(岐阜) 시라카와 고

(白川鄕)에서 합동 연수 

JARA그룹 중부 간사이

(關西) 블록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의 JARA(기

타지마 소쇼 사장)는 5일, 기후 현(岐阜

縣) 시라카와 촌(白川村)에 있는 연수 

시설에서 ‘JARA그룹 중부 간사이(關西) 

블록 오너·실무자 합동 예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예회는 도요타자동차 환경

부 담당자를 초대하여 강연회를 실시하

는 한편, 회의 장소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시라카와고 자연학교’로 정하

였다. 16사에서 30명이 참가했으며 각자

의 입장에서 근황 보고 등이 이루어졌

다. 

회의에서는‘사용후 자동차의 향후 

발생 예측과 시장에 대해’라는 제목 아

래, 도요타자동차의 담당자에 의한 강연

회도 실시되었다. 사용후 자동차의 발생 

예측에 대한 상세한 계산 방식과 2014년

도의 예측 발생 수 등을 설명하였다. 담

당자는“앞으로 폐차 매입 대수가 급격

히 증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반대로 급락하는 것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340만대로 추이되지 않을

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오너와 실무자로 나뉘어 회외

를 실시. 오너들은 최근의 경영 환경이

나 각 회사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일간 자동차신문（2014.7.17）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연합 

        부 이사장 다카하지 사토시 

       （주식회사 다카하시상회 대표이사） 

 

 

제8회 IRT회의가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자동차 재활용 업자의 일인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함과 동

시에 일본 자동차 재활용 업계를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IRT회의 개최는 일본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의 전국 통일표준의 촉진으로 이어지는 회의가 되리

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참례해 주셨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재활용 업계의 선배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을 거듭 시찰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거친 결과 오늘의 일본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의 형성 촉진

의 가속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2개국・몇 개 회사의 참가로 열렸던 회의도 

지금은 매해 개최되어 많은 참가자・참가국을 배출하고 있

습니다. IRT회의는 각국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현황의 발표

의 장이 되어 많은 사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업계와 나라를 

뛰어 넘어 교류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참가

자 여러분의 나라에 맞는 사안을 가지고 돌아가 여러 과정

을 거치며 얻어지는 결과로 자국의 업계 발전에 기여해 주

신다면 나아가 IRT회의의 의의와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 믿

습니다. 이번 회의도 자동차 재활용 업계를 만드신 동료, 

조직, 단체들로부터 찬동을 얻으며 많은 분이 출석해 주신

다면 대성공이라는 말과 더불어 마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

습니다. 

 

[개최 개요] 

제 8회 자동차 리사이클러즈 국제회의 (IRT)2014 구시로 

일  시 :  2014년 10월 1일(수) – 4일(토) 

장  소:   구시로 프린스호텔  

(〒 085-8581 홋카이도 구시로시 사이와이초 7-1  

TEL :0154-31-1111) 

주  최: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연합 

●상세한 문의와 신청에 대해서는： 

  http://irt2014.kushiro.jp/ 

  

IRT회의 2014 협찬 기업・단체 모집 중 

 

협찬： 

① 일반 협찬금  1구좌당  1만엔(가이드북 협찬기업 단체 

일람에 회사명 기재) 

② 가이드북 광고 협찬금 (1페이지 -15만엔, 1/2페이지 8만

엔) 

문의처 : IRT 운영사무국(담당자  야마구치・가토) 

TEL: 03-3548-8330（영어 가능 ） 

FAX：03-3548-8338  

E-mail: irt2014@npo-jara.org 

 

* 본 법인은 해체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지구 규모

로 자동차 리사이클 및 폐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추진을 도

모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된 NPO 단체입니다.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연합에서 알림 :  

제 8 회 자동차 리사이클러즈 세계 국제회의 2014가 구시로에서 개최!  

http://irt2014.kushiro.jp/
mailto:irt2014@npo-jar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