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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 SC Auto 참가보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용 센터 이목

  2008년 3월 19~20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회 Intermediate meeting에 참석하 다. SC Auto는 

2002년도에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활동이 없다가 2007년 제5회 회의 부터 재개되어 왔다. SC Auto의 원장은 

Dr. Michael Rethmeier이며, 그의 소속은 BAM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 -prüfung의 

약자이며, 문명칭은 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임)의 Division V.5 Safety 

of joined components이며,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Devision V.5의 주요 연구분야는 아크용  시뮬 이션, 구

조물 시험, 이 용 , 항용   비철소재 용 성 평가 등이며, 주요 장비로는 16MN 실물시험기인 GAPSI 

16  20kW 화이버 이  등이다.

  원회는 참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일종의 기술교류회  친목도모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회에

는 총 8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제목은 아래와 같다.

- Survey of Automotive Laser Applications (Trumpf)

- Effects of tolerances in the body shop on joining technologies (Volkswagen)

- Influence of electrode caps type on the process reliability in resistance spot welding(BAM)

- Friction Stir Spot Welds between Aluminium and Steel automotive sheets: Influence of welding 

parameters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IWS)

- Laserbeam hybrid welding of automotive parts (Meiller)

- Simulation of RSW (Volkswagen) 

- Application and requirements for welding simulation in the automotive industry (BAM)

- Innovative technologies for joining steel and aluminum with Zn filler (TU Berlin)

  참가자 수는 20명 가량이었는데, 이  반은BAM 연구원이었으며, 그 외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었다. 비 

유럽의 참가자는 한국이 유일하 으며, 매사에 배려가 깊었으며 향후 지속 인 참여를 당부하 다. 참가자들은 한국 

 일본 자동차 업계가 신기술을 극 으로 채용하는데 부러움을 표시하 는데, 일반 인 인식 “유럽 자동차의 우

수한 기술력”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는 차체보다는 엔진, 제어 등에 집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EU, 북미 등 지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추세로 볼 때, 향후에도 

지속 으로 참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리상의 문제로 단순 원회만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회 

기간에 출장계획이 있는 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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