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 (베스트)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

스는 5 월 27 ~ 30 일까지 4 일간 미야기 

현 이와누마시(宮城県岩沼市)에서 「BEST 

제 10 회 기초 연수회」를 개최했다. 주

로 신입 사원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79 명

이 연수생으로 참여하여, 재활용 부품 업

계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였다. 연수생 전원이 연수 시험에 

합격, 향후 재활용 업계를 짊어질 인재로 

소속된 각각의 터전에서 활약을 다짐하였

다. 

 기초 연수회에는 BEST를 조직하는 JARA 

그룹 (회장 = 이마이 유지(今井雄治) 이

마이 자동차 사장)과 빅 웨이브의 회원 

사원과 더불어, 제휴 리빌트 부품 회사의 

사원 총 79 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개회

식에서 핫토리 대표는 "4 일간의 연수에 

충실히 수행하여, 변한 모습으로 소속된 

각자의 회사의 오너에게 보여 주기 바란

다.”라고 했으며, 이마이 회장은 “당연

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초일류로 할 수 있

도록 되어 주었으면 한다. 여러분의 성장

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연수생을 격려

하였다. 기초 연수회를 총괄하는 JARA 그

룹의 이와마 유스케(岩間祐介) 교육 부장 

(이와마 웍스 사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누구와 할 것인가를 주제로 79

명 전원이 졸업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며 연수생을 고무하였다. 

연수 첫날은 JARA의 기타지마 소쇼(北

島宗尚) 사장과 다른 강사들의 강연을 실

시하였다. 기타지마 사장은 재활용부

품 업계의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경위, 자동차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로서 필요한 점을 역설

하였다. 그리고 "강사 여러분을 믿

고, 같은 동료와 함께 연수를 마쳤으

면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2 일째는 기본 훈련 후 연수 회장 

근처에 위치한 이마이 자동차(ｲﾏｲ自

動車)를 방문하였다. 이마이 자동차

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괴멸적인 타격

을 받았지만 훌륭히 재건을 이루었다. 회

사 방문에서는 동사의 이마이 아키코(今

井あき子) 전무가 당시의 사진을 이용하

여 지진 재해로부터 부흥까지의 길을 설

명하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11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5월 

3,11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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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기초 연수회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사업 연합으로부터 소식 :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AAEF) 

가 아키타 현에서 개최!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자동차 관계자들이 모여 자동차 재활용

과 지구 환경 문제를 주요 테마로 의견 교환을 실시,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8 년에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이어 제 2 회는 일본 센

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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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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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신청에 대한 문의 : http : //www.aaef8.com 

(마감일 : 7 월 31 일 (금)이 제 1 차 마감일입니다.)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협찬 기업・단체 모집 중 

 

협찬 : ① 일반 협찬금 1 구 1 만엔  

(HP 및 가이드 북 협찬 기업 단체 일람에 회사 명 게재) 

② 가이드 북 광고 협찬금  

(1 페이지 흑백 -15 만엔, 1/2 컬러 페이지 -10 만엔 

1/2 페이지 흑백 -5 만엔) 

 

문의처 :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 본 법인은 해체 사업자가 국제적

으로 연계하여, 지구 규모의 자동차 

리사이클과 폐차의 적정 처리의 추

진을 도모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04 년

에 설립된 NPO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