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참가 안내서

1. 회의 개요
□ (목적) 아ㆍ태지역 RC활동 증진 및 우수 이행사례 공유를 통한 화학산업
이미지 개선 등 장기적 공동발전 추구, 1995년(홍콩)부터 매 격년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9. 11. 7(목)~8(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 (참석대상) 14개 RC 회원국 담당자 약 200여명
* 한국, 일본 ,중국(홍콩),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 (주제) The next challenges for Responsible Care
* 15회(‘17, 싱가폴) Responsible Care Programme –The Way Paved for Business Sustainability
14회(‘15, 필리핀) Beyond205 : Responsible Care@ As a Pillar of Sustainability for The Chemical Industry
13회(’13, 태국) Advancing Responsible Care Practices Globally towards the Sustainable Chemical Industries
12회(‘11, 인니) Road towards UN SAICM Goal 2020 through

implementation of GPS

11회(’09, 일본)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duct Stewardship

□ (홈페이지) www.aprcc2019.com (해외 참가자 안내 및 신청用)
<프로그램(안)>
11월 7일(목), 1일차
10:00-10:05

등록

10:05-11:10
(‘65)

개회 및 행사안내
□ 개회사 (APRO 회장)
□ 환영사 (KRCC 회장)
□ 경축사 (RCLG 회장)
□ 경축사 (환경부 차관)

11:10-11:40
11:40-13:00

13:00-14:30
(‘90)

14:30-15:00

□ 기조연설 (폴리미래 CEO)

Mr. Sohei Morita
Mr. Jong-kyung Chae
Mr. Baudouin Kelecom
Mr. Chun-kyu Park
Mr. Martino Gabellich

오찬
Ⅰ. RC의 현재와 미래(회원국별 RC 추진 현황 및 과제)
* 주요 회원국별(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RC추진현황 소개를(RC이행에 따른 이점과 애로사항 등)
바탕으로, 향후 RC추진방향과 과제 및 비전 등을 회원국 간 공유

1. 스리랑카(LRCC)
2. 한국(KRCC)
3. 유럽(Cefic)
4. 뉴질랜드(RCNZ)
□ 패널토의 (Responsible Care NZ)

Mr. Sena Peiris,
Ms. Lakmini Edirisinghe
Mr. Ki-young Kim

Mr. William Garcia
Mr. Barry S Dyer
Mr. Barry S Dyer

15:00-15:20

휴식
Ⅱ. RC vs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

15:20-16:50
(‘90)

16:50-17:20

* RC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RC를 통한 화학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를 살펴보고 향후 화학산업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

1.
2.
3.
4.

미국(ACC)
일본(JCIA)
대만(TRCA) Formosa Group
BSEF (The International Bromine Council)

□ 패널토의(RCLG 회장)

Ms. Jenny Heumann
Dr. Kevin Bradley
Dr. Yu Cheng-Yu
Mr. Bradley
Mr. Baudouin Kelecom

11월 8일(금), 2일차
Ⅲ. 회원국별 플라스틱 대응현황 및 향후과제
* 플라스틱(플라스틱 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해양플라스틱
등)관련 회원국별 주요 이슈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 해결방안 등 논의

09:00-11:00
(‘120)

1. AEPW(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 Mr. Robert Cooper (E&CC vice chair)

2.
3.
4.
5.

일본(JCIA)
인도네시아(RCI)
SKC
롯데케미칼

11:00-11:30

□ 패널토의

11:40-13:00

오찬

발표 수락
Mr. Kotaro Kishimura
Mr. Muhammad Zuber
Mr. Dae-yong Shin
Mr. Sang-hyun Park
Mr. Muhammad
Setyabudhi Zuber(RCI)

Ⅳ. 공정안전 우수사례
* 화학공장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및 지역사회 피해를 예
방할 수 있는 회원국(회원사)별 공정안전 우수사례 공유

13:00-14:30
(‘90)

1. 듀폰코리아

Mr. Mahajan Sarang

2. 대만(TRCA)

Mr.Chen Chin-Chuan

3. 중국(AICM)

Mr. Xiao Li

4. 싱가폴(SCIC)

검토 중

14:30-15:00

□ 패널토의

검토 중

15:00-15:20

휴식
Ⅴ. 글로벌 화학물질관리 현황 및 업계 대응방안

15:20-16:50

* 주요 회원국별(한국, 대만, 인도, 필리핀 등) 화학물질 관리
현황(주요 이슈, 산업계 대응 방안, 향후과제 등) 논의 및
해외 기업이 해당 국가로 수출할 때의 의무사항 및 유의사
항,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대응 과제 등을 논의

16:50-17:20
17:20

1. 한국바스프
2. 대만(TRCA)
3. 필리핀(SPIK)
4. JCIA(Japan)
□ 패널토의(AICM)
폐회

* 개최일정 및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r. Jee-Seop Hwang
Ms. Renata Hsu
발표 희망
Mr. Shinichi Umeda
Mr. John Gao

2. 회의 등록
□ 등록(참가신청) 방법
① 양식작성(Excel 파일) 후 Email 회신(업체별 취합 후 일괄송부)
※ 회신처 유지현 사원 (jhyoo@kpia.or.kr, 02-3668-6173)
* 작성 유의사항 : ➊반드시 이메일로 작성, FAX 및 전화 신청 불가, ➋성명, 회사명,
직위는 한·영 동시 기재 ➌계산서/지로 발급 요청사항 기재
구분
참가신청

일정
등록마감

9월 26일(목)까지

납부기한

10월 18일(금)까지

비고

② 참가비 납부
- (참가비) 400,000원/人
* 포함사항 : 11.7(목), 8일(금) 양일 점심 및 다과, 회의자료, 기념품 등

- (납부) 우리은행

1005-802-193602 (

예금주: 한국RC협의회)

※ 지로용지 또는 전자(면세)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참가신청서(Excel 파일) 표기

3. 기타 문의
ㅇ 행사전반

:

김재훈 대리

(jhkimo@kpia.or.kr, 02-3668-6172)

ㅇ 신청관련

:

민지성 대리

(jsmin@kpia.or.kr, 02-3668-6174)

유지현 사원

(jhyoo@kpia.or.kr, 02-3668-6173)

참고1

제8회 APRCC 2003 개최 결과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03. 11. 4(

화)

ㅇ 장 소

: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

ㅇ 참 석

:

총

ㅇ 주 제

:

‘Responsible Care

명(해외

530

~ 11. 7(

금)

명, 국내

90

명)

440

와 사회공동체 – 완전한 협력을 위해’

<APRCC 2003 후원 결과(총 19개사)>
구 분

회 원 사

다국적기업

비 고

플래티넘
(2천만원)

LG화학

BASF, Bayer Korea, Dupont,
Dow Chemical, Rohm and Haas,
Sumitomo Chemical

7개사

골드
(1천만원)
실버
(5백만원)

삼성아토피나, LG-Caltex정유,

5개사

SK,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동서석유화학, LG석유화학,

데구사, 코리아카본블랙,

삼남석유화학, 여천NCC

클라리언트코리아

<APRCC 2003(서울 11.4~7) 사진>

<주제발표>

<회의전경>

<패널토의>

<회원사 홍보부스>

7개사

별 첨

RC협의회 고유번호증

별 첨

RC협의회 계좌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