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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 2007 Annual Assembly(총회) 참석후기

- 참석자 : 나석주, 이보 , 김기철, 김정한, 장희석,     

          강승 (용 조합 무)

  지난 7월  크로아티아 드 로 닉에서 열린 IIW 

2007 Annual Assembly에 참석한 후기를 참석자 별로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철 박사님의 참석보고서를 참조

하기 바란다)

1. IIW에 한 첫인상(장희석, 명지 학교)

  연인원 5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여러 분과로 나뉘

어 3～4일 동안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하므로 그 규모

와 참석자들의 열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표

단은 부분의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무 단출하다 못

해 라했다.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용 련 규격 제정과

정을 우리 표단이 악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본 원고 끝부분의 일정표 해당란에 참석

자 표기).  어도 표단은 10명～20명 정도는 되어야 한

다. 일정표에서 한 에 알 수 있듯이 각 분과 원회

(Meetings of Commissions)에 한 명씩만 참석하려해도 

첫 번째 표를 보면 어도 8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에는 교육  자격인증업무를 장하

는 IAB-WEF Meetings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역시 하루 

종일 격론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는 계로 이 

분야 역시 담 표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세미

나, 워크샵도 앞의 두 일정표와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겹

치기로 참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 각국 표들은 비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므로 

참석이 쉬어 국가별로 수십 명씩 참석하 고 미국인과 

일본인들도 장거리 여행을 감수하고 많이 참석하 다. 

특히 일본인들은 매년 60명 정도가 고정 으로 참석한

다고 한다. 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교수 신

분인 일본인들과 이야기 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

업체에서 스폰서를 서주었다고 한다. 참 부러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각 분과 원회(Meetings of Commissions)의 분 기

를 소개하면 분과 원장은 그 분야 원회 소 업무에 

한 모든 권한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모 원장

은 년까지 1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말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회장단 이사회에 제출

해야 할 정도의 과 한 업무( 년 총회에서 다룬 SC-III 

분과 원회의 문서는 총 39편, SC-II에서는 총 31편)를  

기획하고 지휘하면서 거의 상임직 직원에 버 가는 업

무량을 원장들은 소화하고 있었다. 그 원장 에 

5～6개의 소분과 원회가 소 원장을 심으로 활동한

다. IIW총회와 별도로 일년에 2～3회 열리는 분과 원

회별 Subcommissions Meeting에서 모든 일이 심도 있

게 토의되며 진행되므로 총회 기간 에 열리는 분과

원회에서는 형식 으로 한 번 낭독하고 통과되는 안건

이 부분이었다. 

  유럽인들이 세계의 심이라는 유럽의 지역주의를 엿

볼 수 있는 가 IIW이다. 우리가 여기에 뛰어들어 용

계의 핫이슈를 놓치지 않으며 용 기술을 발 시키면

서 국가  차원의 이해 계를 챙기려면 이미 탄탄히 형

성된 유럽인들을 심으로 한 인 네트워크에 고들어

가 입지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맨투맨 략이 유일

한 길일 것이다. 

  유럽인들은 우리가 왜 이제야 IIW에 가입했는지 의아

해 하고 있었으며 환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

으로는 경계의 리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반도

체, 정보통신 기기, 철강, 조선, 자동차, 공업을 그들은 

무 잘 알고 있었다. 우리 학회의 많은 회원이 IIW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에서 IIW에서 추 인 

회원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이 안타깝다. 

    뒤늦게나마 IIW에 가입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소 한 기회를 제공해  한용 ․ 합학회에 감사드

리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동행했던 우리 일행과 여유롭

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이 무척 아쉽다. 내

년 총회 때 수십 명의 우리 학회 회원들이 총회 구석구

석을 여유 있게 그리고 활발하게 비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IIW 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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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riction Stir Welding Session을 심으
로(김정한, 생산기술연구원).

  최근 세계 으로 Friction Stir Welding에 해 심

이 고조되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에 따라 이번 IIW 60회 Annual Assembly에서도 

Friction Stir Welding만을 한 특별 세션이 비되어 

14편의 논문 발표가 7월3일 오 /오후 하루 종일 진행

되었다.(아래 표 참조). 발표내용을 보면 새로

운 분야에 해 근하고자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기존

에 수행된 내용의 연구도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발표

하는 연구자와 세션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극 인 토론과 은 연구자에 한 격려가 활발하게 이

루어져 더욱 좋았던 것 같다. 국내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분 기에 합류할 수 있다면 연구 성과  효율이 한층 

개선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가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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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ction Stir Welding에 해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

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세션에서 발표되

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Friction Stir Welding시 Pin의 후방 온도를 측정함

으로써 방향에 따라 열 달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Mg-Al 합 의 Friction Stir Welding시 용 부의 온

도가 부분 으로 공정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부분

인 용융이 발생한다는 것을 high speed camera를 이

용하여 찰하 으며 부분 용융된 eutectic film에 의

한 stir zone cracking(Liquid Penetration Induced 

Cracking)의 발생에 한 연구

- 6061 Al 합 의 Friction Stir 용 부의 경도 분포  

표면 거칠기를 찰함으로써 Tool의 표면처리가 Tool

의 수명과 material flow  용 부의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그 외에도 아크용 으로 불가능한 Al 합 의 FSW에 

한 연구, High pressure die casting의 FSW 공정변수 

최 화  Gap Bridgeability에 한 연구, 탄소강의 

Friction Stir Welding  공정변수가 용 부의 상변태

에 미치는 향, Ti 합   Heat Resistant 합 의 

FSW 특성, 복합 NDT 시스템을 이용한 용 결함의 분

석  FSW에 Robot system의 용 등 많은 연구내용

이 소개되었다.

3. IAB Session을 심으로(이보 , 한국항
공 학교)

3.1 IAB Group A "Education, Training, Qualification" 
(참석 ; 이보 , 강승 )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작업반 보고

  (1) 기존 엔지니어/Technologist/Specialist/

Practitioner Guideline에 한 보고

  (2) 용 사 교과목

  (3) 검사자 Guideline 보고; 기존 가이드라인의 개

정(IAB-041-r2-07)

  (4) 원격교육활동에 한 가이드라인; 스페인에서의 

사례

  (5) 용 설계자 가이드라인

  (6) 국제 라스틱 용 사

  (7) IIW 가이드라인 비  

2) IAB Board 황 설명

3) EWF 활동 보고

4) ANB 연간 활동보고

  IAB Group A는 교육과 검인정에 한 원회로서 

많은 표단이 참가하여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 재 

 임 회장단을 비롯하여 각국의 표들이 참석하

으며 각국의 활동사항  검인정 기  들에 한 검토 

승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시험 결과의 

평가에 한 자료들도 보고, 검토되었으며 각국별 교육

에 참여하는 피교육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한 각국의 

교육시스템 설명과 교육 참가자격에 한 기 이 제시

되었으며 이에 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2 IAB Group B "Implementation and Authorisation" 

(참석 ; 이보 , 강승 )

다음 순서로 진행 되었다.

1) IIW 시스템 용 조건  임시조치

2) IIW 공장승인  인력승인

3) 작업반 보고

  (1) 규정

  (2) 시험 Database

  (3) 시스템 용 조건 비교  IAB 가입 신청국 

조

  (4) 원격교육활동에 한 가이드라인; 스페인에서의 

사례

4) 공동 시험 DB 소 트웨어

5) 공인 활동 보고 

  (1) 책임 평가  보고

  (2) ANB 평가  보고; 인도, 국, 노르웨이, 라

질, 러시아, 불가리아

  (3) ANB 신청국 상

  (4) ANB의 원격교육 활동

  (5) ANB의 국외활동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IAB와 ANB 가입을 할 경우 어

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에 해 약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며 독일 표단으로서 IAB Group A의 의장을 

맡고 있는 Mr Ahrens로부터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약

속을 받았다. 재까지 우리 학회와 한밭 학교가 수행

해온 용 기술자 교육이 우리나라가 IIW의 IAB  

ANB 가입과 설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었다. 

한 IIW의 공장인정제도 운 을 통하여 기존의 공장인정

제도인 ASME 는 선  등과의 경쟁이 상된다. 그

러나 이를 통한 국내 용 련 일반 기업의 인정제도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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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s of Commissions, in Dubrovnik University

Monday 02 July - Wednesday 04 July

Group A Commissions(8:30 - 12:30) Group B Commissions (14:00 - 18:00)

II -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장희석, (나석주)

I - Brazing, soldering, thermal cutting and flame 

processes,  (나석주), (김정한)

IV - Power Beam Processes 

김기철

III -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장희석

VI - Terminology 

(나석주)

V -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김기철

X -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VIII - Health and Safety 

김정한

XI -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이보 )

IX - Be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Preliminary (김기철)

XIII -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including Sunday 1 July) 

XII -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on 02 & 03 July only),  나석주, (이보 )

XIV - Education and training(on 04 July only) 

김정한, 강승

XIV - Education and training (on 04 July only) 

강승 , (이보 )

XVI - Polymer joining and adhesive technology 

나석주

XV -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나석주)

IAB-EWF Meetings

Monday 02 July, in Dubrovnik University

IAB Group A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8:30 - 17:30)

이보 , 강승

Tuesday 03 July, in Dubrovnik University

IAB Group B " Implementation and Authorisation" (8:30 - 17:30)

 이보 , 강승

IAB Examination Database Presentation (8:30 - 12:00)

 이보 , 김기철, 김정한, 강승 , 

  체 으로는 IIW 가입 후 IIW 총회  련 학술

회를 유치하는 것으로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었으며 우리 학회의 가임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들도 국제 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되며 

우리나라 용 산업계가 좀 더 체계 으로 발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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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eetings, Seminars, Workshops

Sunday 01 July, in Cavtat (Hotel Croatia)

"Board of Directors" (8:30 - 12:30) 

"General Assembly" (14:00 - 16:00)  원참석

C XIII WGs 3/5 and JWG XIII/XV  (9:00 - 17:00) 

Monday 02 July, in Dubrovnik University

WG RA "Regional activities" (12:00 - 14:00)  (나석주)

Tuesday 03 July, in Dubrovnik University

Joint meeting C VIII, SC Environment (14:00 - 15:30) 장희석

Wednesday 04 July, in Dubrovnik University

Workshop  on "Recent Advances in Friction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C III & SC III-B) (9:00 - 18:00) 김기철, 김정한, 장희석

WG Com & Mark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12:00 - 14:00) 

C XIII WGs 1/2/4 (8:30 - 15:00) 

Thursday 05 July, in Cavtat (Hotel Croatia)

Joint meeting C X, C XIII, C XV (8:30 - 18:00) 

 C X -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C XIII -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C XV -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SC-AUTO "Automotive and road transport"

(8:30 - 12:00)

나석주, 김기철, 장희석

Joint meeting C III, C VIII, C XII

"Health, Safety and Quality in Welding" 

김정한, 강승

SC-QUAL "Quality Management"

(8:30 - 12:30)

Workshop  on ISO 3834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of metallic 

materials": the welded product Manufacturers and 

the fabrication process control 

(IAB WG B6/SC QUAL) (14:00 - 17:00) 이보

Joint meeting C II, C VIII (11:00 - 13:00)

II -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장희석

VIII - Health and Safety

WG Com & Mark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12:00 - 14:00) 

C XIII WGs 1/2/4 (8:30 - 15:00) 

SC STAND "Standardisation" (9:00 - 16:00) 김정한, 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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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in the World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 IIW의 논문집 Welding in the World에 게재된 논문이 필요하신 회원은 학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Vol. 50. No. 1/2 (January/February 2006)

IIW-1713-05(ex-doc. I-1147-04)

1. Microstructure of thing-gauge austenitic and ferritic stainless steel joints brazed using Metals amorphous 

foil.  E. A. Leone, A. Rabinkin, B. Sama (USA, Canada)

IIW-1714-05(ex-doc. I-1148-04)

2. Effects of reverse voltage on metal/glass anodically-bonded interface.  M. Takahashi, H. Yasuda, K. Ikeuchi 

(Japan)

IIW-1606-03(ex-doc. IV-836-03)

3. Improvement of the joint performance in laser welding of aluminium alloys.  M. Kutsuna, S. Kitamura, K. 

Shibata, H. Sakamoto, K. Tsushima (Japan)

IIW-1604-03(ex-doc. IV-837-03)

4. Laser-MIG hybrid welding of aluminium alloys.  K. Shibata, H. Sakamoto, T. Iwase (Japan)

IIW-1698-05(ex-doc. V-1285-04)

5. Lack of fusion - Characterisation of indications.  G. Rihar, M. Uran (Slovenia)

IIW-1696-05(ex-doc. IX-2134-04)

6. Stellite failure on a P91 HP valve - Failure investigation and modeling of residual stresses.  

J. Thorborg, J. Hald, J. Hattel (Denmark)

IIW-1697-05(ex-doc. XI-816-04)

7. Fracture mechanical values of modern pipeline-steels.  S. Felber (Austria)

IIW-1700-05(ex-doc. XI-819-04)

8. Significance of creep crack initiation for defect assessment.  B. Dogan, U. Ceyhan, B. Petrovski (Germany)

IIW-1701-05(ex-doc. XI-820-04)

9. CRETE Code of Partice for European creep crack groth testing of industrial specimens 

B. Dogan, K. Nikbin, D. W. Dean (Germany, United Kingdom)

Vol. 50. No. 3/4 (March/April 2006)

IIW-1722-05(ex-doc. III-1347-05)

1. Resistance spot welding of uncoated and zinc coated Advanced High-Strength Steels(AHSS) — Weldability 

and process reliability-influence of welding parameters.  G.Weber, S.Goklu (Germany) 

IIW-1717-05(ex-doc. IX-2150-05)

2. Prediction of Sigma Phase precipitation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weldments.  K.Nishimoto, K. Saida, O. 

Katsuyama (Japan) 

IIW-1721-05(ex-doc. III-1345-05)

3. Recent advances and improvements in the simulation of resistance welding processes.  W. Zhang (Denmark) 

IIW-1719-05(ex-doc. VIII-1993-05)

4. Concern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welders in 2005.  G. Mcmillan (United King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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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1718-05(ex-doc. XV-1191-05)

5. Optimum design and cost comparison of a welded plate stiffened on one side and a cellular plate both 

loaded by uniaxial compression.  J. Farkas, K. Jamai (Hungary)

IIW-1715-05(ex-doc. XVI-840-05)

6. Calculation methods of adhesive bonded hybrid beams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M. Wissling (Germany)

IIW-1716-05(ex-doc. XVI-842-05)

7. Minimising abrasion and fine fluff in vibration welding.  H. Potente, J. Schnieders, M. Bussing (Germany)

Vol. 50. No. 5/6 (May/June 2006)

IIW-1724-05(ex-doc. III-1343-05)

1. Development of new ultrasonic inspection technique for spot welds with matrix arrayed probe abd SAFT.   

T. Ikeda, H. Karasawa, S. Matsumoto, S. Satonaka, C. Iwamoto (Japan)

IIW-1725-05(ex-doc. III-1348-05)

2. Hybrid simulations for in-line visualisation of welding state in resistance spot welding.  K. Matsuyama 

(United States) 

IIW-1723-05(ex-doc. IX-2166-05)

3. Susceptibility of low strength rutile flux-cored weld metal to hydrogen assisted cold cracking. M. Pitrun, D. 

Nolan (Australia) 

IIW-1621-03(ex-doc. X-1526-03)

4. Surface crack propagation analysis under residual stress field.  M. Mochizuki, K Miyazaki (Japan)

IIW-1620-03(ex-doc. XV-1525-03 X/XIII/XV-RSDP-86-03)

5. Distortion behaviour of fillet T-Joint during in-process control welding additional cooling.  M. Mochizuki, H. 

Yamasaki, S. Okano, M. Yoyoda (Japan)

IIW-1726-05(ex-doc. XV-1192-05)

6. Seismic performance of fillet welds in moment resisting connections.  W. Woerner, A. Short, W. G. Ferguson 

(New Zealand)

IIW-1727-05(ex-doc. XV-1193-05)

7. Full-scale testing of beam-to-RHS column connections with partial joint penetration groove welded joints 

and assessment of safety from brittle fracture.  K. Azuma, Y. Kurobane, T. Iwashita, K. Dale (Japan)

INVT-2006-01(Thomas Medal Lecture 2004)

8. Standardization works for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welding processes.  K. Marsuyama (Japan)

Vol. 50. No. 7/8 (July/August 2006)

IIW-1733-06(ex-doc. IV-882-05)

1. Investigation of the strength and quality of aluminium laser-MIG-hybrid welded joints.  U. Dilthey, A. 

Brandenburg, F. Reich (Germany)

IIW-1734-06(ex-doc. IX-2154-05)

2. Effects of the load history on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welded components.  T. Kannengiesser, T. 

Boellinghaus, M. Neuhaus (Germany)

IIW-1735-06(ex-doc. IX-2182-05)

3. Sensitisation of two 11-12% chromium type EN 1.4003 ferritic stainless steels during continuous cooling 

after welding.  M. L. Greef, M. Du Toit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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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1602-03(ex-doc. XV-835-03)

4. Use of pulsed CO2 laser roll bonding of A5052 aluminium alloy and low carbon steel.  M. Rathod, M. 

Kutsuna (Japan)

IIW-1625-03(ex-doc. IV-846-03/XI-782-03)

5. Study of underwater laser welding repair technology.  I. Morita, K. Owaki, H. Yamaoka (Japan), C. C. Kim 

(United States)

IIW-1610-03(ex-doc. IV-847-03)

6. Laser hybrid welding and laser brazing at Audi and VW.  H. Staufer (Austria)

IIW-1732-06(ex-doc. IV-869-04)

7. Hybrid laser/GMAW welding aluminum alloy 7075.  B. Hu, I. M. Richardson (The Netherlands)

IIW-1736-06(ex-doc. XIII-2048-05)

8. Preliminary study of improvement of fatigue properties of welded joints by plasma spray process 

L. Huo, Z. Zhang, D. Wang, Y. Zhang (China)

IIW-1737-06(ex-doc. XIII-2072-05/XV-1198-05)

9. Fatigue assessment of root cracking of fillet welds subject to throat bending using the structural stress 

approach.  W. Fricke, A. Kahl, H. Paetzold (Germany)

Vol. 50. No. 9/10 (September/October 2006)

Henry Granjon Prize Competition 2006

Co-Winer, Category A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ology"

IIW-1747-06(ex-doc. IV-910-06)

1. Models for diode laser transformation hardening of steels.  H. Pantsar (Finland)

Co-Winer, Category A "Joining and farication technology"

IIW-1748-06(ex-doc. XII-1890-06)

2. Numerical modelling of heat transfer, fluid flow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fusion welding of 

alloys.  W. Zhang (United States)

Winer, Category B "Materials behaviour and weldability"

IIW-1749-06(ex-doc. IX-2202-06)

3. The influence of molybdenum on the microstructure of stainless steel welds.  T. Anderson (United States)

Winer, Category C "Design and structural integrity"

IIW-1750-06(ex-doc. V-1335-06)

4. Non-destructive determination of interstitial nitrogen content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metal itilizing 

thermoelectric power.  A. Lasseign (United States)

Winer, Category D "Human related subjects"

IIW-1751-06(ex-doc. VIII-2018-06)

5. Method for sampling and characterizing arc welding fume particles.  J. W. Sowards (United States)

IIW-1746-06(ex-doc. IX-2148-05)

6. Metallurgical and corrosion features of friction stir welding of AA5083-H111.  P. Vilaca, N. Pepe, L. Quintino 

(Portugal)

IIW-1744-06(ex-doc. IX-2162-05)

7. In-situ weld metal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s.  B. T. Alexandrov, J. C. Lippold (United States)

IIW-1742-06(ex-doc. II-1566-05/II-A-154-04)

8. Investigation of HAC-Susceptibility of multi-layer welds the "Bead Bend Test" - Procedure and Examples.  

G. Posch, M. Fiedler, W. Berger, H. Konigshofer, J. Fischer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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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1743-06(ex-doc. XIII-2067-05)

9. Fatigue strength of welded joints of SUS316L for chemical tankers.  T. Iwata, K. Matsuoka, Y. Kobayashi 

(Japan)

IIW-1745-06(ex-doc. XI-836-05)

10. Reducing failure risk in welded components.  D. N. Shackleton (United Kingdom)

Vol. 50. No. 11/12 (November/December 2006)

IIW-1755-06(ex-doc. IX-2208-06/IX-NF-01-06)

1. Characterization of solidification path for aluminium 6060 weld metal with variable 4043 filler dilution.  N. 

Coniglio, C. E. Cross (Germany)

IIW-1756-06(ex-doc. IX-2221-06/IX-NF-09-06)

2. Fusion boundary microstructure evolution in aluminium alloys.  A. Kostrivas, J. C. Lippold (United States)

IIW-1757-06(ex-doc. IX-2218-06/IX-NF-05-06)

3. Methodology for detecting laser parameters sets for reduced hot crack propensity by using finite element 

simulations.  A. Komlodi, A. Otto (Germany)

IIW-1758-06(ex-doc. IX-2220-06/IX-NF-07-06)

4. Influence of the weld metal chemical composition on the soli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AA6056-T4 

alloy, V. Ploshikhin, A. Prikhodovsky, A. IIin, M. Makhutin, C. Heimerdinger, F. Palm (Germany)

IIW-1759-06(ex-doc. IX-2215-06/IX-NF-02-06)

5. The effect of restraint on weld solidification cracking in aluminium.  C. E. Cross, T. Boellinghaus (Germany)

IIW-1760-06(ex-doc. IX-2217-06/IX-04-06)

6. Influence of processing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ium overlap joints : A case study.  

J. P. Bergmann, S. Herold (Germany)

IIW-1761-06(ex-doc. IX-2209-06/IX-NF-10-06)

7. Friction stir welding and hybrid laser welding applied to 6056 alloy.  W. van Haver, X. Stassart, J. Verwimp, 

B. de Meester, A. Dhooge (Belgium)

IIW-1762-06(ex-doc. IX-2219-06/IX-NF-06-06)

8. Friction stir welding precipitate hardneable aluminium alloys : A review.  C. A. W. Olea, L. Roldo, T. R. 

Strohaecker, J. F. dos Santos (Germany, Brazil)

IIW-1763-06(ex-doc. IX-2222-06/IX-NF-11-06)

9. Strength and fatigue resistance of laser-MIG hybrid butt welds of an airframe aluminium alloy AA6013.  

W. V. Vaidya, K. Angamuthu, M. Kocak, R. Grube, J. Hackius (Germany)

IIW-1764-06(ex-doc. IX-2216-06/IX-NF-03-06)

10.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uminium alloy 6056 welded by friction stir welding 

techniques.  A-L. Lafly, D. Allehaux, F. Marie, C. Dalle Donne, G. Biallas (France, Germany)

IIW-1765-06(ex-doc. IX-2211-06/IX-NF-08-06)

11. Temperature evolu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dissimilar friction stir weldments when joining 

AA2024 and AA7075 with an AA6056 alloy.  R. Zettler, F. Potomati, J. F. dos Sabtos, N. G. de Alcantara 

(Germany,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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