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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식 >                                           < Congress Graz 건물 >

IIW 2008 제61차 연차총회 참가보고

• 일    시 : 2008년 7월 6(일) ～ 9일(수)

• 장    소 : 오스트리아(Austria), 그라쯔(Graz)

• 참 가 자 : 나석주, 이보 , 이창희, 김정한, 장웅성, 

             윤종원, 김일수, 장희석 

1. 개   요

  세계 으로 가장 권 를 인정받는 빈필하모니오 스

트라가 소재한 비엔나(빈:Wien)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 그라쯔(Graz)의 Congress Graz건물에서 제

61차 세계용 회 연차총회가 7월  개최되었다. 비슷

한 기간에 세계합창 회가 개최되어 작은 도시가 떠들

썩한 것을 보니 과연 오스트리아 음악  통이 단하

다는 것을 느 고 한편 “모차르트 콜렛”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고 음악을 이용한 상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회에서는 8명의 조 한 

표단으로 참석하여 바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 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원부족으로 올해에도 모

든 Commission 회의에 빠짐없이 우리 표단을 참석시

킬 수 없었다. 기업체 소속인 우리 학회회원이 5명 참가

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참(International Conference에만 

한명수( 우조선), 최 태/김 일( 공업), 김

(한진 공업) 회원이 참석하여 논문발표)하여 학계와 연

구소에 재직 인 회원만으로 표단이 구성되는 아쉬

움을 남겼다. 

  7월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연차총회, 개막

식, 개막연회에 이어서 7월 7일부터 3일 동안오  8시30

분부터 녁 6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일정이

지만, 개최국 추산 1000명이 넘는 연인원이 참석하여 

working group(Commission, Study Group 등)별로 시

간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2. 대표단의 각 working group별 담당현황

  IIW 연차총회는 working group이 Commission, 

Selected Commitee,  Study Group으로 나뉘어 진행

되는데 각 그룹에 참석한 표단 명단은 <표1>과 <표

2>에 나와 있다.

3. Working Group별 회의진행 내용(각 분
과위에 참석한 대표가 내용정리를 해 주
셨습니다 : 편집자 주) 

3.1 C-II (장웅성)
Commission II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 Chairman : Mr. Van Der Mee Vincent (Netherlands)

• Sub-commission and Working Groups

   - SC II-A : Metallurgy, Chairman Dr. Thomas 

Kannengiesser(Germany)

   - SC II-C : Testing and Measurement of Welds, 

Chairman Dr. Gerhard Posch(Austria)

   - SC II-E : Standardisation, Chairman Mr. David 

Fink(US)

• Technical topics considered

   - Diffusible hydrogen measurement

   - Weld metal cracking

   - Chemical reactions

   - Ferrite in weld metal

I IW 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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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14:00 - 18:00 hrs) Group B (08:30 - 12:30 hrs)

Commission II  장웅성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Commission I  김정한
Brazing, Soldering, Thermal cutting and flame processes 

Commission IV  윤종원
Power Beam Processes

Commission III  장희석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welding processes

Commission VI   이창희
Terminology 

Commission V  김일수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Commission X   
Structural performance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Commission VIII  장웅성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XI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Commission IX  이창희
Ba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Commission XIII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Commission XII  윤종원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Commission XIV  이보영 
Education and training

Commission XV  나석주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Commission XVI  나석주
Polymer joining and adhesive technology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Authorization Board (IAB) 

IAB Group "A  이보영, 김일수  
Monday, July 7th (08:30 - 18:00 hrs)

IAB Group "B" 이보영, 김일수
Tuesday, July 8th (08:30 - 18:00 hrs)

표 2 Selecte Committees  Study Groups별 2008 IIW Annual Assembly 표단

SC-AIR  Permanent joints in new materials and coatings for aircraft engineering 이보

SC-Auto  Select Committee Automotive and Road transport 장희석

SC-Qual  Quality Management in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윤종원

SG-212  The physics of welding 나석주

SG-RES  Welding research strategy and collaboration 장웅성

WG-Com & Mark  Working Group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김정한

WG-RA  Working Group Regional Activities 이창희

WG-Stand  Standardization 이보

표 1  각 Commission별 2008 IIW Annual Assembly 표단

   - Constitution of welds

   - Hot cracking and micro fissuring

   - High strength steels

   - Corrosion

   - Welding fume standardisation

   - Significant outputs

   - Filler metal classification standards

   - Pitting corrosion Round Robin

   - Nitrogen review document

   - ISO standards

• Meeting time for this year: 14:00 ~ 18:00 on 7 ~ 9 

July

   11:00: on 9 July: Combined meeting with 

Commission VIII

• 참가국/참가자수: 17개국/36명

[Monday on 7 July; 14:00~18:00] at Room K7

<Sub commission II-A, Metallurgy>

1. Opening Remarks

  의장 인사  각국 표 소개

  차기 지역회의 공고 2008. Nov. 19-20 Kyoto, Japan, 

2009. Mar. 17-19 Brussels, Belgium

2. 2007년 Annual Report 주요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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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itle Authors Doc. number

9:00- Opening the meeting 

9:10- 
9:40 

Quality management of resistance welds 
-- State of Art -- 

K. Matsuyama 
III-1496-08 
SC-Auto-17-08 

10:10- Coffee Break 
----------------------
---- 

10:30- 
11:00 

Recent Advances of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Technologies in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H-J Rusch 
III-1482-08 
SC-Auto-13-08 

11:00-11
:30 

Genius MFI IQR – A new inverter power supply with 
adaptive regulation system to assure the quality for resistance 
welding 

S. Fiebag 
R. Bothfeld 

III-1480-08 
SC-Auto-11-08 

11:30-12
:00 

Spot weld inspection by 3D ultrasonic image system 
T. Ikeda 
S. Matsumoto 
et al. 

III-1494-08 
SC-Auto-18-08 

12:00- Lunch Break 
----------------------
---- 

14:00-14
:30 

Extensive Introduction of Ultra High Strength Steels Sets New 
Standards for Welding in the Body Shop 

J.K. Larsson 
J. Lundgren 
E. Asbjörnsson 
H. Andersson 

III-1477-08 
SC-Auto-09-08 

14:30-15
:00 

Advances in Welding Light-Weight Tubular Automotive 
Structures 

M. Kimchi 
P. Zhang 

III-1476-08 
SC-Auto-08-08 

15:00-15
:30 

Advantages of the Electric Servo Gun and the Trend 
A. Mori 
M. Kase 
T. Izumi 

III-1485-08 
SC-Auto-16-08 

15:30- Coffee Break 
----------------------
---- 

15:50-16
:20 

Influence of welding conditions on nugget formation in 
single-sided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H. Nishibata 
M. Fukumoto 
M. Uchihara 

III-1483-08 
SC-Auto-14-08 

16:20-16
:50 

Failure type of Resistance spot welds is not characteristic of 
their strength 

M. Bouzekri 
S. Dcette 
T. Dupuy et al. 

III-1481-08 
SC-Auto-12-08 

15:50-17
20 

Influence of the Type of Electrode Caps on the Welding 
Current Ranges and the Process Reliability 

G. Weber 
S. Göklü 
M. Rethmeier 

III-1484-08 
SC-Auto-15-08 

17:20-17
:50 

A study on 3-layer roll projection welding of large area 
S Joo Na 
J. Ahn 
J-Wha Kim 

III-1491-08 
SC-Auto-19-08 

 17:50-18:00 Closing the meeting 

표 3  C-III and SC-Auto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One Day Joint Workshop 발표순서 Doc.III-1499-08 

 ▸Doc. II-1659-07 : 2007 Dubronik 총회 결과 보고

 ▸Doc. II-1661-08 : SC II-A Annual Report :  2007. 

10 Oct. Bratislava(Slovakia), 2008. 14 Mar. 

Paris(France) 지역회의 결과 보고 

   - Chemical reactions : 고질소 스테인리스강 TIG 용

 분 기 가스  산소첨가의 향

   - Hydrogen in weld metal : 고온추출법과 수은법의 

비교연구를 한 RRT 

     ∙ 상재료 : basic electrode (Bohler, Germany) 3ml

                  rutile electrode (Lincoln, Europe) 8ml

                  solid wire (ESAB, Sweden) 2ml

                  FCAW (Air Liquide France) 1ml

                  FCAW (Bohler Austria) 6ml

   - The constitution of weld metal : 상변태를 이용

한 잔류응력 제어

   - Weld Metal Cracking : P92 Grade weld met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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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특성

3. Hydrogen in weld metal

  개정된 ISO 3690의 용 속  수소 측정법에 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한 국가간 RRT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보고하 음.

  독일 주도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수은법과 탈가스 

온도를 변화시킨 고온추출법을 상호 비교하는 RRT 시

험을 실시하 는데 고온추출법의 경우 상온과 비교하여 

150, 400℃ 탈가스한 경우 확산성수소의 차이는 없음.

ISO 3690에 규정된 방법으로 bcc 용 속의 확산성수

소를 결정할 경우 수소법과 고온추출법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련 문건은 아래 두건임.

 ▸Doc. II-1689-08 Final ISO 3690 : Welding and 

allied processes-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Hydrogen Content in Arc Weld Metal

 ▸Doc. II-1690-08 Comparative study between hot 

extraction methods and mercury method- a 

national RRT

4. Chemical reactions 

  고Mn 질소첨가 스테인리스강의 Ar 분 기하에서의 

TIG용 시 질소의 탈가스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 

0.5~2% 산소 첨가 효과를 검증하 음. 이 합 의 Ar 용

시 상당량의 질소 손실로 인해 아크 불안정, 스패터, 

용융지 폭발 등의 문제가 있으나 산소 첨가로 아크를 

안정화시키고 질소 유기 기공의 발생을 억제함.

5. The constitution of weld metal

  고장력강 용 부 응력 생성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

는 상변태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Cr과 Ni함량을 변

화시킨 7종의 용 을 이용하여 검토하 음. 용 속

의 성분 변화는 상변태 과정에서의 부피 변화로 인해 

반응응력 생성에 향을 미침. 열 향부와 용 속의 

상변태에 의한 반응응력의 감소는 명확히 규명되었음.

6. Weld metal cracking

  P92 grade 용 속의 미세조직과 creep 특성에 해 

FCAW, FC-SAW 등 다양한 용 재료에 해 검토하

음. 

[Tuesday on 8 July; 14:00~18:00] at Room K7

<Sub commission II-C, Testing and Measurement of 

Welds>

1. Opening Remarks

2. 2007년 Annual Report 주요 활동 소개

  ▸Doc. II-1659-07 : 2007 Dubronik 총회 결과 보고

  ▸Doc. II-1664-08 : SC II-C Annual Report : 2007. 

10 Oct. Bratislava(Slovakia),  2008. 14 Mar. 

Paris(France) 지역회의 결과 보고 

3. Ferrite in high alloyed weld metal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 속의 성질에 미

치는 질소의 향에 한 연구 결과, 질소는 강도, 인성, 

내식성과 오스테나이트 안정성을 높이는 원소이며 따라

서 니 을 체하여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음.

  316L강에 해 GTAW Ar 보호가스에 질소를 10%, 

5%, 3.5% 첨가하여 응고모드와 물성을 비교 평가하

음. 3.5% 질소 첨가시 용 속의 질소는 약 0.12% 용

해되며 이로 인해 용 속의 경도와 내식성이 증가함.

  원자력 산업에 사용되는 안정화 는 비안정화 스테

인리스강 용 재료에 해 석출가동, 미세조직, 부식  

기계  성질을 PWHT 유무에 따라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고함. 두 종류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용 속

(20Cr-10Ni, 19Cr-12Ni-3Mo)이 일반 으로 원자력산업

에서 사용되는데 안정화된 탄소 Cr-Ni강이 비안정화 

강에 비해 ICG 항성이 좋음. 그러나 내식성은 Nb/C 

비에 강하게 의존하며 과잉의 Nb는 d-ferrite가 존재하

여도 고온균열 발생 경향을 높이므로 Nb/C 비의 조정이 

건임. 련 문건은 아래 두 건임.

 ▸Doc. II-1674-08 Effect of nitrogen addition on weld 

met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Doc. II-1673-08 Properties of high-alloyed 

stabilized and unstabilized filler metals for the 

nuclear industry

4. Testing of weld metal for hot cracking and 

microfissuring 

  14Cr-15Ni-2.5Mo Ti-modified 스테인리스강의 고온균

열 거동을 Varestraint 시험과 Hot ductility 시험을 이

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Ni  Ni계 합 은 극 온, 고응력, 고온, 내식 환경

하에서 사용되므로 다양한 표  시험 차에 따라서 시

험을 실시해야하므로 수월한 비교를 해서 동일한 시

험표 을 용할 필요가 있다는 을 제시함. 련 문건

은 아래 두 건임.

 ▸Doc. II-1675-08 Study of Hot Cracking Behaviour 

of 14Cr-15Ni-2.5Mo Ti-Modifie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Using Varestraint and Hot 

Ductility Tests 

 ▸Doc. II-1678-08 Examination of joints of different 

weld metals 

5. Testing of high strength weld metals

  고강도 강  용 부 기계  시험방법에 한 제안과 

Ni합 의 비정질 삽입재를 이용한 천이액상확산 합에 

한 보고가 있었으며 WELDOX700과 WELDOX900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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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AW용  열온도를 낮추기 해 희토류 속인 

yttrium을 첨가하여 확산성수소의 trap site를 제공하여 

용 속의 수소균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연구 결과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제시

함. 련 문건은 아래 두 건임.

 ▸Doc. II-1676-08 Mechanical testing for high 

strength pipe welds

 ▸Doc. II-1679-08 Metallographic investigation and 

mechanical testing of amorphous bonded carbon 

steel tubes and pipes

 ▸Doc. II-1695-08 Addition of yttriumm in purpose 

to reduce the preheat temperature for SA welded 

WELDOX 700 and WELDOX 900 

6. Testing of Creep- and heat resistance weld metal

  크립 시험  Cr-Mo-V 용 속 미세조직에 한 

평가의 일환으로 P24합 에 한 결과를 제시함. 련 

문건은 아래 한 건임.

 ▸Doc. II-1677-08 Evolution of Cr-Mo-V weld metal 

microstructure during creep testing- Part 2: P24 

material.

[Wednesday on 9 July;14:00~18:00] at Room K7

<Sub commission II-E, Standardization>

1. Opening Remarks

2. 2007년 Annual Report 주요 활동 소개

 ▸Doc. II-1659-07 : 2007 Dubronik 총회 결과 보고

 ▸Doc. II-1664-08 : SC II-C Annual Report : 2007. 

10 Oct. Bratislava(Slovakia),  2008. 14 Mar. 

Paris(France) 지역회의 결과 보고 

3. Standards for welding consumables

  2007년 Dubrovnik 총회 이후 ISO 3580, 3581, 14343, 

14344 표 이 ISO에 제출되었음.

  재 검토 인 ISO 표 은 다음과 같음.

 ▸II-1680-08 ISO 544:2003, Welding consumables, 

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for filler metals- Type 

of product, dimensions, tolerances and markings

 ▸II-1681-08 ISO 1071:2003, Welding consumables, 

Welding consumables for fusion welding of cast 

iron-Classification 

 ▸II-1682-08 ISO 6848:2004, Arc welding and cutting, 

Non consumable tungsten electrodes- Classification 

 ▸II-1683-08 ISO 17632:2004, Welding con- 

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metal arc 

welding with and without a gas shield of non 

alloy and fine grain steels-Classification

 ▸II-1684-08 ISO 17634:2004, Welding con- 

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gas 

shielded metal arc welding of creep resisting 

steels-Classification

 ▸II-1685-08 ISO 18275:2005, Welding con- 

sumables, Covered electrodes for manual metal arc 

welding of high strength steels- Classification

 ▸II-1686-08 ISO 18276:2005, Welding con- 

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metal arc 

welding with and without a gas shield of high 

strength steels-Classification

 ▸II-1687-08 ISO 24034:2005, Welding con- 

sumables, Wire electrodes, wires and rods for 

fusion welding titanium and titanium 

alloys-Classification

3.2 C-III (장희석) 

Commission III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s Joining Processes)

• Kin-ichi Matsuyama, Chairman of Commission III

[Monday on 7 July; 8:30 ~ 12:30] at Room K5 + 6

<The first Plenary Session>

1. INTRODUCTION AND WELCOME REMARKS

( 략)

3. MINUTES OF THE 60th ANNUAL ASSEMBLY 

AND INTERMEDIATE MEETINGS HELD AT 

EWI : Doc. III-1461-07, Doc. III-1462-07 and Doc. 

III-1490-08 작년 총회  지역회의록 보고

4. ANNUAL REPORT 2007 OF THE COMMISSION III 

:2007년도 사업보고(Doc. III-1464-07)

   ( 략)

6. ELECTION OF NEW COMMISSION CHAIR FOR 

THE FOLLOWING TERM: Chairman 새로 선출

   ( 략)

9. EXPLANATION OF THE IIW NEW REVIEW 

SYSTEM: IIW의 Welding in the World 게재를 

한 새로운 논문심사제도 설명. 반드시 연차총회 1달 

에 IIW site에 논문이 upload되어야 하고, 연차총

회에서 발표를 거쳐야 review 자격 부여.

   ( 략)

10. STANDARDISATION WORKS (규격/표 화 작업)

  Progress report of current standardization works 

related to this IIW Commission III, ISO, CEN and 

CENELEC. (Doc. III-1501-08): 이 규격문서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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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행상황 설명

  DIS drafts (Doc. III-1466-08~ III-1470-08)가 만장일

치로 채택되었음. 그리고 당시 제기된 의견/이견은 EWI

에서 열린 분과 소 원회 미 에서 해결되었음

(III-1508-08). 수정 이 년 베를린에서 열린 plenary 

meeting에서 IIW Officer by ISO/TC44에 의해 작성되

었음

  ISO/DIS 25239,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Part 1 ~ Part 5)

  반 인 의견은 매우 정 이라서 이 수정 이 본 

총회기간  투표에 회부하여 second DIS Drafts 는  

FDIS Drafts가 완성될 것임. 

  그리고 CD draft of ISO 14271가 분과 소 원회 미

에서 완성(Doc. III1492-08 and III-1493-08)되어 본 총

회에서 각국 표들이 투표.

<Start each SC and WG sessions>

11. WG-S SESSION (Standardization) <수요일 오 시

간 SC III-A 으로 발표시간이 변경됨>

12. SC III-B meeting

12.1 WG B1 SESSION (Standardization on FSW)

12.2 WG B2 SESSION (Mechanical properties data 

base)

12.3 WG B3 SESSION (Modeling for FSW)

12.4 SC III-B SESSION (Friction based processes)

<다음 순서로 총 9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됨>

 ▸III-1497-08 A consideration on the New EMF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sistance welding by K. 

Matsuyama

 ▸III-1510-08 Characterization and optimization of 

orbital friction welding of high carbon steel bars 

by M. Maalekian (One of 2008 Granjon Prize 

Winners)

 ▸III-1511-08 Microstructures and Properties of 

Friction Stir Welded Stainless Steels by S-H. C. 

Park (One of 2008 Granjon Prize Winners)

   ( 략)

[Tuesday on 8 July; 9:00 ~ 18:00] at Room: 

Stefaniensaal

13. “Recent Advances of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Technologies in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란 제목으로 SC 

III-A/WG-2, C-III and SC- Auto 분과 가 연합

으로 ONE-DAY JOINT WORKSHOP을 개최함 

발표내용은 <표 3>을 참조..

[Wednesday on 9 July; 8:30 ~ 12:30] at Room: K5 

+ 6

14. SC III-A meeting

14.1 WG-A1 SESSION (Testing of weld)

14.2 WG-A2 SESSION (Monitoring and control)

14.3 SC III-A SESSION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다음 순서로 총 6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됨>

 ▸III-1475-08 Pressure Welding of Titanium Copper 

and Steel

   by Kirev L.S., Zamkov V.N., Sabokar V.K., 

Akhonin S.V.

 ▸III-1489-08 The effect of ageing on the spot weld 

strength of AHSS and consequences for testing 

procedure

   by N.J Uijil, H. Nishibata, S. Smith, T. Okada, T. 

vander Veldt, M. Uchihara, K. Fukui

 ▸III-1495-08 Nondestructive evaluation for nugget 

diameter based on acoustic properties in spot 

welds

   by M. Fujita, M. Ueno, C. Iwamoto, S. Satonaka

 ▸III-1503-08 Strain-Hardness Correlation in 

Aluminum But Cold Welded Joints

   by D. Iordachescu, M. Iordachescu, J. Planas 

Rosello, J.L Ocana Moreno, M. Blasco

 ▸III-1504-08 In-process monitoring of micro spot 

weld quality using accelerometer

   by Hee Seok Chang, Hyo Chul Kwon

 ▸III-1509-08 Resistance Spot Welding of Aluminum 

to Coated Steels

   by I. Polajnar, J. Diaci, M. Uran, J. Grum

14.4 CREATE NEW WG ON MECHANICAL 

JOINING

  기존의 소분과 원회 가운데 재료의 기계  성질의 

Data Base를 구축하는 소 회는 각국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기 어려운 계로 잠정 으로 활동을 단하기로 

결의함. 새로운 소분과 원회 설립을 토의하는 가운데 

항용 공정도  발생하는 극팽창등 기계 /구조  

변형을 집  연구하는 소 원회안이 제기됨.

<The final Plenary Session>

15. REPORTS OF WORKING GROU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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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MMISSIONS

  SC Chairmen들이 WORKING GROUPS과 SUB- 

COMMISSIONS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함.

16. PLAN FOR IIW 2009 IN SINGAPORE

  2009년도 7월 3번째 주에 개최될 싱가폴에서 총회의 

workshop이나 special events에 해 논의함.

17. RESOLUTIONS

  IIW Doc.III-14632r2-08 / ISO CD 14271 : 항/심/

로젝션 용 부에 한 마이크로 빅커스 경도시험에 

한 규격안을 투표에 회부함, 만장일치로 가결됨

( 략)

20. CLOSING THE MEETING

  2008년 7월 9일 1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함.

3.3 C-IV & C-XII (윤종원)

Commission IV (Power Beam Processes)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3일간 열린 Commission 4의 

활동 내용을 다음에 요약하 다.

  7월 7일 오후 세션에서 다음에 기술한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Duplex 스텐 스강의 와이어를 사용한 이  용

부의 용 성 평가

  - 아연도 강 과 순 알루미늄 재의 롤 본딩시 

이  조사 효과

  - Duplex 스텐 스강 SAW와 GMAW- 이  하이

리드 용 성 비교

  - 알루미늄과 강 이종재질 아크- 이  하이 리드 

용 시 아크와 이 간의 상호작용

  - 자동차 워트 인용 기어류의 자빔 용

  - 이  원격용 시 룸이 이 빔 집속에 미치는 

향

  7월 8일 오 에는 Commission 12(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Study Group 

212(The Physics of Welding) 과 함께 조인트 워크샾을 

개최하 다. 이 워크샾에서 “아크, 이   하이 리드 

용 시 럭스와 보호가스의 향” 이란 주제로 6개의 논

문을 다뤘다. 이에 해서는 Commission 12 부분에서 기

술한다.

  당일 오후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7개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 질화  산화처리한 피막을 갖는 강 의 이  용

성

  - Duplex 스텐 스강 후 재의 GMAW- 이  하이

리드 용 성

  - 오스테나이트 스텐 스강재 캡슐 을 한 이

 용  용

  - 강 후 재의 GMAW-화이버 이  하이 리드 용

 용

  - 고탄소강과 합  공구강의 자빔 용

  - Ti의 GMAW-화이버 이  하이 리드 용

  - 구조강의 아크 이  하이 리드 용

  7월 9일 오후세션에서는 논문 발표없이 Commission 4

의 운 과 련한 토의를 가졌다. 

  3일간의 Commission 4 활동에서 주목할 사항은 아크

- 이  하이 리드 용 에 한 논문 발표가 많았으며 

후 재에 이  용 을 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Commission XII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이 커미션은 16개국에서 약 100여명 참석하는 비교  

규모가 큰 회합이며 일본 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큰 

것으로 느껴졌다.

  7월 7일 오  세션은 Sub Commission B이 주 하여 

아크용  공정과 련된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주목되는 주제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아연도 강  용 용 스텐 스강 용 와이어 개발

  - 용융지의 유동성 개선을 한 솔리드 와이어 개발

  - 이종재 오버 이를 한 자기교반 용  용

   7월 8일 오  세션은 앞에서 언 했듯이 Commission 

4(Power Beam Processes)  Study Group 212 (The 

Physics of Welding) 과 함께 조인트 워크 샾을 가졌다 

“아크, 이   하이 리드 용 시 럭스와 보호가스

의 향” 이란 주제로 6개의 논문을 다뤘다. 이  몇 개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에서의 아크용 용 보호가스 사용 황

  - 이  원격용 시 보호가스 공 기술

  -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한 아크용 토치 선단에서 

용 흄 제거 연구

  7월 9일 마지막 날 오  세션은 Sub Commission C

의 주 으로 “생산시스템과 응용”이란 주제로 5개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 이  다음 논문이 생산  품질 리

와 련되어 유용한 정보로 생각된다.

  - 이  루트 용 시 품질 리

  - 스 치백 용 시 빙제어를 통한 용융지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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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이음 용 시 고온균열 발생 측

  통 인 아크 용  분야와 련하여 지속 인 연구

개발이 일본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으며, 아크와 이  결합을 통한 후 재 용 에 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C-V (김일수)

Commission V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Commission V 일정은 다음 <표4>와 같이 진행되었

고 C-V의 원장은 독일의 DOBMANN Gerd 박사

(Deputy Director of the Fraunhofer-Institute for 

non-destructive Testing and Division Director for 

Scientific Projects) 이다. C-V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의 Sub-Commission and Working Groups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SC VA Radiography-based Weld Inspection Topics 

(Uwe Ewert, Germany)

 ▸SC VC Ultrasonically based Weld Inspection 

Topics (Eric Sjerve, Canada)

 ▸SC VE Weld Inspection based on Electrical, 

Magnetic, and Optical Methods (Gerd Dobmann, 

Germany)

 ▸SC VF Weld Defects and their Significance (John 

Zirnhelt, Canada)

  번 Commission V의 원회에는 17개국(Canada, 

China, Croatia,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taly, Pakistan, Russia, 

Slovakia, South Korea, Sweden, Tunisia, and USA)에

서 16명의 National delegates와 6명의 문가들이 참석

하 다. 참가자들은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일종의 

기술교류회  친목도모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표 5>. 

  특히 원회에서는 용 분야에 일부 표 화 개발을 

하여, ISO는 IIW와 력 계를 맺고 있으며, IIW는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한 국제표 화 조직으로 ISO 

Council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업무 때문에 

일본을 비록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문가들을 IIW에 참

여  활동하도록 지원을 통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

축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6>에 Com- 

mission V에서 추천한 유용한 자료를 열거하 다.

3.5 C-VI & C-IX (이창희)

Commission IX (Be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Chairman of Commission IX : Thomas Boellinghaus 

(Germany)

Vice-Chairman of Commission IX : H. Cerjak 

(Austria)

[Monday, 7th of July 2008, 08:30 - 12:30]

1. General matters : Opening of the Session, Approval 

of the Agenda, Annual Report of Commission IX, 

Strategic Plan and Working Program for 

Commission IX

2. Low alloyed steel welds

   Chairman of Commission IX-L : Toshi Koseki 

(Japan)

  본 세션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

논문을 나라별로 분류해 보면 오스트리아 4건 (슬로베

니아 공동연구 1건 포함), 일본 2건, 독일, 캐나다, 핀란

드, 네덜란드 각 1건 이었다.

[Tuesday, 8th of July 2008, 08:30 - 12:30]

1.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s

  Chairman of Commission IX-C : John Hald 

(Denmark)

  본 세션에서는 총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논

문을 나라별로 분류해 보면 오스트리아, 체코 각 1건 이

었다.

2. Non ferrous metals

  Chairman of Commission IX-NF : Jorge Dos 

Santos (Germany)

  본 세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논

문을 나라별로 분류해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각 1건 이었다.

3. Stainless steels and nickel alloys

  Chairman of Commission IX-H : Leif Karlsson 

(Sweden)

  본 세션에서는 총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

논문 수가 많아 화요일에 세 편이 발표되었고, 나머지 

10편은 수요일에 발표되었다. 발표논문을 나라별로 분류

해 보면 스웨덴 4건 (아일랜드, 노르웨이 공동연구 각 1

건 포함), 일본 3건, 이스라엘 (독일 공동연구), 독일 (스

웨덴 공동연구),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국 각 1건 

이었다.

[Wednesday, 9th of July 2008, 08:30 - 12:30]

1. Stainless steels and nicke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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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Agenda

July 07

(Mon)

09:00～10:00

1. Opening of the Meeting; Gerd Dobmann

 ▪Roll Call of Delegates and Experts, Adoption of the Agenda (V-1400-08), Introductory 

Remarks

 ▪Presentation of the Annual Report 2007/2008 of Commission V (V-1396-07)

 ▪Approval of the Annual Report

 ▪Election of a new Commission V chairman

10:00～11:00

2. Presentation of Commission V Documents; Gerd Dobmann

 ▪G. Dobmann, Non-destructive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states after 

thermal ageing, fatigue loads and neutron irradiation - a state of the art report from the 

German Nuclear Safety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Conference 'Safety and Reliability of 

Welded Components in Energy and Processing Industry' 61st IIW Annual Assembly, 2008, 

Graz, Austria. (V-1406-08)

11:00～11:30  Break

11:30～13:00

3. Sub-commission VA - Radiography-based Weld Inspection Topics; Uwe Ewert

 ▪Annual Report of Sub-commission VA (V-1401-08)

 ▪Approval of the Annual Report

July 08

(Tue)

09:00～11:00

4. Sub-commission VC - Ultrasonically based Weld Inspection Topics; Eric Sjerve

 ▪Annual Report of Sub-commission VC (V-1402-08)

 ▪Approval of the Annual Report

 ▪M. Moles, IIW Handbook to UT with Phased Arrays (V-1407-08)

11:00～11:30  Break

11:30～13:00 Continuation and recommendation for publication

July 09

(Wed)

09:00～11:00

5. Sub-commission VE - Weld Inspection based on Electrical, Magnetic, and Optical Methods; 

Gerd Dobmann

 ▪Annual Report of Sub-commission VE (V-1403)

 ▪Approval of the Annual Report

 ▪A. Doubov, Comprehensive diagnostics of parent metal and welded joints of steam pipeline 

bends (V-1404-08)

 ▪A. Doubov, Problems of welding residual stresses testing and their solution based on using 

method of metal magnetic memory (V-1405-08).

11:00～11:30  Break

11:30～13:00

6. Sub-commission VF - Weld Defects and their Significance;

 ▪General discussion to new objectives.

7. Other Business

8 Conclusion of the Meeting

표 4 Agenda of the Technical Meetings of Commission V

  Chairman of Commission IX-H : Leif Karlsson 

(Sweden)

  본 Commission IX에 한 자세한 발표시간표, 발표

논문  연차보고서 등의 내용은 IIW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Commission VI (Terminalogy)

  Chairman of Commission VI : Dietmar Rippe- 

gather (Germany)

  3일간의 본 commission 미 에는 나를 포함하여 총 

8명 (독일, 미국, 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일본 각 1

명)이 참석하 다. 참여한 분들은 직에서 용어집, 규

정집 발간 등이 주 업무인 분 들이었다. 연구직  학계

에서의 본 commission 참석은 상당히 지루한 느낌을 

받았다.

  본 commission의 재의 주 임무는 어와 랑스어

로 된 규정집에 독일어 규정을 첨가하는 것과 새로운 

분야의 용어들 특히 “Friction stir welding”  

“Thermal cutting”에  한 새로운 용어에 한 정의를 

만드는 것이다. 

  원장이 독일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분의 용

어에 한 이 독일 규정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았고 

종종 미국의 의견이 첨가되는 듯했다.

  3일간의 agenda는 아래와 같고 작은 문제로 의견을 

다투는 바람에 모든 agenda에 한 토의를 마치지 못하

고 다음 interim meeting (2009년 1월 3-4째주  Paris

에서 원장이 통보할 정) 으로 연기가 됨. 

Proposed agenda

0. Meeting of WG 1 “IIW Thes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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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umber Title

V-1404-08 Comprehensive testing of bends and welded joints of boiler and steam pipelines

V-1405-08 The problems of residual stress testing in welded joints and their solution using the MMM method

V-1406-08
Non-destructive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states after thermal ageing, fatigue loads and 

neutron irradiation - a state of the art report from the German Nuclear Safety Research Program.

V-1407-08 IIW Handbook to UT with Phased Arrays

표 6 List of Best Practice Documents Recommended by Commission V

Reference Number  Title 

V-939-90 Handbook on the Ultrasonic Examination of Austenitic Clad Materials (IIS/IIW-1080-90)

V-1001-92 Ultrasonic Imaging for Weld Inspection: Proceedings of the IIW Commission V Seminar on September 10, 1992 

V-1056-95 Reference radiographs for Assessment of Welding Imperfections According to ISO 5817 (IIW/IIS 1290-95) 

V-1067-96 

Lifetime Extension – The Contribution of Low- and Multi-frequency Eddy Current Techniques to Assure the 

Integrity of the Cladding in Nuclear Power Plant Vessels, G. Dobmann et al., Welding in the World, Vol. 39, no. 

6, 1997 (IIS/IIW 1329-96) 

V-1068-96 
Online closed Loop Control of Spot Welding – An Example of Process Integrated Non-Destructive Testing; E. 

Waschkies, Welding in the World, Vol. 39, no. 3, 1997 (IIW/IIS 1330-97) 

V-1087-97 

Agenda and Abstracts for Commission V Micro-seminar: Recent Improvements in NDE Modelling; Full Papers 

published in: NDT&E international, Volume 33 Number 7, October 2000, Special Issue NDT Modelling for the 

Examination of Welds, Guest Editor: G. Dobmann 

V-1097-97 Information on Practices for Underwater Non-Destructive Evaluation 

V-1108-98 
Sub-commission VB, Report of the Micro-seminar 15. September 1998, Standards for Quality management in the 

Welding Shops 

V-1115-98 Guidelines for NDE Reliability Determination and Description, Olaf Førli 

V-1199-01 Status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Radiological Methods for NDT 

V-1218-02
On-Line monitoring of fatigue in the LCF and HCF range by using micro-magnetic NDT at plain carbon and 

austenitic stainless steel

V-1328-05 Revised IIW-Catalogue of reference radiographs according to ISO 5817

V-1331-05 Handbook on the ultrasonic examination of austenitic and dissimilar welds

표 5  Papers presented in Commission V

1. Opening of the session

2. Apologies for absence

3. Appointment of a Drafting Committee

4. Adoption of the agenda (Doc. VI-891-08)

5. Members of Commission VI (Doc. VI-880R1- 08)

6. Minutes of the intermediate meetings (Paris, 

January 2008 and Berlin, June 2008) and matters 

arising (Doc. VI-877-08, Doc. VI- 890-08)

7. Elections (in Graz): Chairman, Vice-Cairman.

8. Welding terminology within CEN and ISO and 

working relationship with ISO/TC 44/ SC 7 

(VI-852-07, VI-893-08,VI-894-08)

9. “Welding Thesaurus” – Report of WG 1

10. Business plan and operational action plan of Com. 

VI (Doc. VI-855-07, VI-856-07, VI- 892-08) – 

Check and Report to IIW- Secretariat

11. MCT Part 3 “Arc welding” (Doc. VI-872-08, 

VI-864R1-07, VI-881-08, VI-895-08, VI-89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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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899-08, web-update)

12. Figures for IIW Vocabulary Lists (VI- 881-08, 

VI-883-08, VI-867-07, VI-873-08, VI-895-08)

13. Draft IIW-Vocabulary 5 – Thermal Cutting (Doc. 

VI-883-08)

14. Invitation for more languages (VI-898-08)

15. Presentation of MCTs on the IIW-website 

(progress)

16. Friction stir welding – terms and definitions (Doc. 

VI-884-08, VI-900-08)

17. IIW-Vocabulary 9 – Special Processes – Revision of 

laser welding terms (Doc. VI-860-07; in 

Dubrovnik postponed)

18. Braze welding/weld brazing – discussion (Doc. 

VI-901-08, see paris minutes item 19)

19. New MCT numbering system, missing subjects, new 

sorting (base: List of existing MCTs, VI-797-04. 

New name for MCT, imprint; Doc. VI-885-08)

20. Current and planned work items – Future 

Programme – Priority of future work items for 

Commission VI

21. List of (old) terminology documents of IIW and 

other organisations.

22. IIW-Awards.

23. Comments on ISO/TR 25901 (VI-858R1-07; any 

input by C-VI?; ask Mr. Lindewald for report)

24. Any other Business (VI-902-08 Compare of ISO 

and MCT 4 “Resistance Welding”)

25. Resolutions.

26. Date and place of next meeting 

3.6 C-VIII (장웅성)

Commission VIII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Chairman : Dr. Luca Costa(Italy)

•Technical topics considered

  - Welding fumes and fume data sheets

  - Effects of Cr, Mn on Health

  - Physical safety of welders

  - Ergonomics of welding activities

  - Exposure to EMF in welding

  - ISO standards

  11:00: on 9 July: Combined meeting with 

Commission VIII

•참가국/참가자수: 17개국/36명

[Monday on 7 July; 08:30 ~12:30] at Room K7

1. Welcome, introductions and administration 

announcements.

2. Adoption of agenda.

3.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 in 

Gliwice(doc. Ⅷ-2070-08)

4. Matters arising from the minutes and not covered 

in the agenda : 

    a. List of welding related standards(Doc. Ⅷ

-2079-08);

    b. Report on the voting procedure for ISO 

technical Reports

    c. Date and place for the future meeting (delegates 

are kindly requested to make a proposal)

5. National reports

6. Development of welding fume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V. Van deer Mee)

7.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a Commission Ⅷ 

paper on Nitrogen 

   Oxides(V. Spiegel-Ciobanu, doc. Ⅷ-2-72-08)

8. presentation of the paper “The effect of welding on 

lung function decline and respiratory symptoms : a 

systematic review.”(introduction by W. Zschiessche 

due to absence of the author)

9. presentation of preliminary results of the german 

research on Ultrafine particle(V. Spegel-Ciobanu)

[Tuesday on 8 July; 08:30~12:30] at Room K7

10. Updated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Econweld 

project : 

    a. Demonstration of the ventilated helmet (L. 

Costa)

    b. Preliminary report on results of test on welding 

fumes(Doc. Ⅷ-2073-08, J. Matusak)

    c. Brief demonstration of other results(L. Costa)

11. Presentation of results of the research activities 

“The welder as strategic resource in 

shipbuilding”(doc. 2074-08 and 2075-08, R 

Boeckholt)

12. Development of the ISO TR “Risk assessment in 

welding fabrication” (doc. Ⅷ-2047r3-08)

    a. Introduction(L. Costa)

    b. Detailed analysis of the available revision (C. 



IIW 2008 제61차 연차총회 참가보고 

大韓熔接․接合學 誌 第26卷 第4號, 2008年 8月 413

103

Abert)

13. Discussion on the matter of eye safety (based on 

a document prepared by Gr. Mc Millan)

14.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commissionⅧ:

    a. Term of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b. List of best practice documents

    c. Management of documents deriving from 

SC-ENV

    d. Appointment of a leader for the Environment Issue

15. Date and places for the future meetings

16. Any other business

[Wednesday on 9 July ; 09:00 ~ 12:30] Joint 

Seminar with C VII & C II

Part 1 - Commission Ⅷ seminar(9:00 to 10:30)

1-1. Preliminary introduction by the chairman

1-2. Presentation on the ongoing research and 

legislative context in Austria(Host paper)

1-3. Health and safety in fabrication and repair of 

welded components : aspects, impacts and 

compliance to regulations(Doc Ⅷ-2078- 08, L. 

Costa)

Part 2 - Joint meeting with Commission Ⅱ and Ⅻ

(11:00 to 12:30)

2-1. Development of fume extracting torches : 

     a. Innovative Australian Project(J. Norrish)

     b. Innovative European project(Doc Ⅷ- 2077-08, 

M. Marconi)

2-2. report of the project “Econweld” WP2 “reduction 

of fumes at the source” : 

     results of test on welding fumes(Doc. Ⅷ- 

2073-08, J. Matusiak) 

2-3. presentation of the paper “Electromagnetic fields 

in welding applications - the current and 

conceivable future situation with regard to regard 

to legal, technical and biological aspects of 

workers protection”(P. Mair)

3.7 C-XIV (이보영)

C-XIV (Education and Training)

Agenda

1. Welcome

2. Adoption of the Agenda

3. Matters arising not covered in the Agenda

4.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

5. Welder Shortage in the USA - A short overview! 

– V. Matthews (Lincoln)

6. AWS response to the Welder Shortage problem! – 

V. Matthews (Lincoln)

7. Open Discussion. Welder Shortage response around 

the world!

8. Other presentations-

9. Welding simulator for training of welders / Jose 

Piquier (CESOL)

10. How to improve the welding training using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 Laurent Dadalto (CS 

Wave)

11. Miscellaneous

12. Date and place for the next meeting 

  미국의 V. Matthews(Lincoln)가 미국에서의 용 사 

부족 상에 해 발표하 는데 미국 용 사의 평균 나

이가 54세이며 2010년 경에는 약 200,000명의 용 사가 

부족할 것으로 상된다고 하 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인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2006년에 Miller와 Hobart 사에서는 

용 사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 100만US$ 를 기부하

다. 인도에서는 용 사 들의 외국행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폴랜드에서는 매년 4~5만명 

규모로 용 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 사 들이 외

국으로 취업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추세라고 발표하 다. 

헝가리의 경우 virtual welding training system 목으

로 용 사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한 책을 세우기 한 작업

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3.8 SC-Air (이보영): 내년 총회로 연기됨 

3.9 SC-Auto (장희석)

  별도 회의 없이 7월 8일(화요일)에 SC III-A/WG-2, 

C-III and SC-Auto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One Day 

Joint Workshop으로 갈음함. <표 3> 참조. 

3.10 SC-RES (장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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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n 8 July 12:00 ~ 13:30 

•참가국/참석자 17개국/27명

1. Opening Remarks

2. Approval of the Agenda

3. Approval of 2007 mimutes

4. Trends in Welding Research : 각국의 용 련 

R&D 동향 소개 (Doc. SG-RES-164-08)

5.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Joining in 

Austria (Doc. SG-RES-161-08) : 년 IIW 주최국

인 오스트리아의 용 / 합분야 최근 연구 동향을 

“JOIN”이라는 국가 로젝트를 심으로 소개함.

6. 제8회 Trends in Welding Research 국제 학술 회에 

한 요약 보고가 호주의 J. Norrish 교수에 의해 소

개됨.

7. D.Yapp 교수는 “W4-World Wide Web of Welding- 

Doc. SG-RES-163-08”을 통해 web 기반의 용 연

구 networking을 제안하 으며 만장일치로 채택함.

3.11 SG-212 (나석주)

SG212 (Physics of Welding)

  이 연구회(study group)는 C-12 “Flux and gas 

shielded electrical welding processes”와 연 하여 운

되는 까닭에 이번 IIW 총회기간에도 C-12와 함께 발표

회장을 운 하 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총 12개의 논

문이 발표되었으며 7월 7일과 7월 8일의 이틀에 걸쳐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Saal Steiermark라는 매우 큰 회

의장을 사용하여야 할 만큼 참가자들의 수가 많았다.

  먼  발표논문들이 다루는 용 공정을 보면 부분

(12건  11건의 발표)이 아크용 에 한 내용이었고, 

이 에서 GMAW에 한 발표가 7건, GTAW/ PAW

에 한 발표가 4건이었다.  나머지 하나의 발표는 이

-아크 하이 리드용 에 한 내용이었다.

  12건의 발표에 해서 연구방법에 의하여 분류하면, 

실험에 의한 논문이 4건, 순수 해석에 의한 논문이 3건, 

그리고 이론과 실험에 의한 논문이 5건으로서 실험과 

해석을 거의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논문의 나라별 분류를 보면 일본이 5

건으로 여 히 큰 비 을 차지하 고, 러시아, 호주, 

랑스, 네델란드,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각각 1건

씩의 발표를 하 다. 이러한 분포를 2007년도와 비교하

여 보면, 2008년도에는 상 으로 많은 나라가 이 연구

회에 참여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SG212의 Agenda 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IIW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Monday 7 July 2008, 14:00 - 18:00], Saal 

Steiermark

1. Opening

2. Agenda

3. Minutes of previous meeting (Doc.212-1115-07)

4. Renewal of SG212 chairman

5. Presentation of documents:

  (a) M. Tanaka, K. Waki, S. Tashiro, K. Nakata, E. 

Yamamoto, K. Yamazaki and K. Suzuki, 

Visualizations of 2D Temperature Field of 

Molten Metal in Arc Welding    Process, 

Doc.212-1122-08

  (b) Yushchenko K.A., Kovalenko D.V., Krivtsun I.V., 

Demchenko V.F., Kovalenko I.V.,   and Lesnoj 

A.B.,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nd 

Mathematical Simulation of Metal Penetration 

at Stationary Arc TIG / A-TIG Welding, 

Doc.212-1117-08

  (c) K. Yamamoto, M. Tanaka, S. Tashiro, K. 

Nakata, E. Yamamoto, K. Yamazaki, K. Suzuki, 

A.B. Murphy and J.J.Lowke, Numerical 

Simulation for Diffusion of Multiple Metal 

Vapors in a TIG Arc Plasma for Welding of 

Stainless Steel, Doc.212-1121-08

  (d) J.J.Lowke and M.Tanaka, Electrode Heat 

Transfer in MIG Welding, Doc.212-1119-08

  (e) K.Nomura, K.Morisaki, Y.Hirata, Magnetic 

control of arc plasma and its modelling,   

Doc.212-1128-08

  (f) Suck-Joo Na and Junsu Ahn, A study on 

laser-matter interaction in laser-arc hybrid 

welding, Doc.212-1120-08

[ Tuesday 8 July 2008, 14.:00-18:.00], Saal 

Steiermark

  (g) F.Briand,F.Valensi,N.Pellerin,S.Pellerin,C. 

Izarra,S.Zielinska,K.Musiol, Anode ex- 

periments in the globular/spray transition in 

GMAW, Doc.212-1123-08

  (h) T. Nakamura and K. Hiraoka, Wire melting 

behaviour of coaxial hybrid solid wire in pure 

Ar shielding gas, Doc.212-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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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Y.B. Yudodibroto, M.J.M. Hermans, G. den 

Ouden, I.M. Richardson, Observations  on 

Droplet and Arc Behaviour during Pulsed 

GMAW, Doc.212-1125-08

  (j) M.Schnick, Numerical Investigations of the 

Influence of Design Parameter, Gas 

Composition and Electric Current in Plasma arc 

Welding (PAW), Doc.212-1 127-08

  (k) Y. Hirata, H. Shinohara and T. Hirano, Weld 

Shape of Butt Welding with V Groove by 

GMAW, Doc.212-1126-08

  (l) Yu-Ping Yang, W. Zhang (Presented by I. 

Harris), Online Weld Modeling Tool - Recent 

Developments

6. Decision of publication for IIW Journal “Welding in 

the World”

7. Strategic plan of SG212 and Miscellaneous

8. Date and place of next meeting

9. Closure of regular meeting of SG212

3.12 IAB (이보영)

IAB (Internatinal Authorization Board) Group A: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Meeting of 7 July 2008 (Monday)

Agenda

1. Welcome and Apologies

2. Adoption of the Agenda

3.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 held on 14 

January 2008 in Villepinte, France, IAB-010-08 

(previously circulated)

4. Follow-up of Actions

5. Working Groups

  5.1 WG A#2a/2b Existing Engineer/Technologist/ 

Specialist/Practitioner Guidelines

    5.1.1 Chairman's Report (C. Ahrens)

  5.2 WG A#3a  Welder Curriculum : 특별한 토의없

이 진행됨

    5.2.1 Chairman's Report (C.G. Lindewald)

    5.2.2 Welders Guideline-Draft version (C.G. 

Lindewald)

    5.2.3 Proposal on a choice of questions (C.G. 

Lindewald)

    5.2.4 Proposal on intermediate examination (C.G. 

Lindewald)

  5.3 WG A#3b  Inspection Personnel Guidelines : 

IWI-B, -S, -C (Basic, Standard, Com- 

prehensive)등 으로 구분 각 등 별 교육내용에 

해 상세한 검토 가 진행되며 결정됨.

    5.3.1 Chairman's Report IAB-WGA-015-08 (G. 

Hernández)

    5.3.2 Revision of Guideline for IWIP IAB- 

041-r2-08- Draft 8 (G. Hernández)

    5.3.3 International Certification for Welding 

Inspectors - IAB-WGA-016-08

             Comments from Japan-ANB - 

IAB-WGA- 017-08 (G. Hernández)

  5.4 WG A#6a  Distance Learning Guideline IWI-B 

level에 한 원격교육시스템은 고려 안하고 있

음. 

    5.4.1 Chairman's Report (K. Wichart)

  5.5 WG A#7a Welding Designer Guideline

    5.5.1 Chairman's report (E. Tikka)

  5.6 WG A#8a  International Plastic Welder CEN 

WG16 주로 진행되고 있음. CEN에서 결정되

면 IIW에서 최종 결정함.

    5.6.1 Chairman's report (M. Murgia)

  5.7 WG A#9a - Mechanized Welding Operator제안서

에 표기된 시간과 내용은 변경 가능. Laser, 마찰교

반 등에도 용가능한가? 

      ==> 향후 결정할 사항임.

    5.7.1 Chairman's report (E. Tikka)

    5.7.2 Proposal to change guideline's title to 

Mechanized Orbital and Robot Welding  

IAB-WGA-013-08 (E. Tikka)

  5.8 WG A#10a - Mechanical Destructive Testing

    5.8.1 Chairman's report (L. Mraz)

  5.9 WG A#11a  Editorial Group

    5.9.1 Chairman's report IAB-WGA-018-08 (V. 

Ponomarev)

6. Proposal for new guideline in Welding Safety  

IAB-WGA-014-08 (O. Godson)

7. Access Conditions over the full range of IIW 

qualifications (C. Ahrens)

   Access condition에 한 J.C. Guild 발표자료 (2007

년 10월)

8. Information about IAB Board (R. Ferraz)

9. Report on EWF Activities (T. Jessop)

10. ANBs Annual Return  IAB-WGA-019-0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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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길 도!>

  

<Banquet>                           

Fernandes)

11. IAB Strategy Plan follow up  IAB-BOA-061r3-07 (R. 

Ferraz)

12. Election of Chairman for Group A

13. Miscellaneous

14. Date and place of next meeting :2009년 5월 21일 

25일(Eurojoining in Venice)

4. Epilogue

•처음으로 IIW에 참석한 나는 Commission V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에 

한민국의 National delegate 자격으로 활동하도록 

KWJC로부터 명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

감을 느 다. IIW 총회는  세계 용 련 문가들

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첨단 련 기술의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참

가들 에는 60  장년부터 30 의 은 연구자들

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하며, 국내의 용 산업이 해외에

서 국재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학회에서 IIW의 

부문별 원회 구성  구체 인 활동지원 방안 마련

이 시 하게 요구된다. 특히 용 분야 국제공인자격

(IAB-ANB) 문인력 양성  ISO/TC44(용   

련공정)에 참여와 국내기업을 체계 으로 지원하기 

하여 각 부문별 원은 지속 인 IIW 활동을 통하

여 긴 한 계를 유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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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Commission IX의 세션별 참석인원은 평균 으로 약 

120여명 (delegates & experts)이었다. 이  특이할 

만 한 은 앞에서 발표논문을 나라별로 분류한 결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참석이 두드러진다

는 것이다. 발표자들의 발표나 질문과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을 통하여 짐작하건데 이분들의 친분은 상당

히 지속되어 왔고 annual convention 뿐 아니라 간

의 sub-committee meeting을 통하여 자주 만나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본 commission에 참석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표단의 꾸 한 

참석과 각 나라 표단과의 친분/교류를 통하지 않고

서는 IIW의 원활한 activity를 지속할 수 없고 그냥 

방 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창희)

•Commission VIII은 작년까지 ‘Health & Safety’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해 왔으나 년부터 ‘Health, Safety 

& Environment'로 개칭을 하여 친환경 용 기술의 

개발과 용  작업 환경의 개선을 한 국제 공동연구

와 표  제/개정 작업을 활발히 추진 에 있음. 

“Econweld” 로젝트가 재 참가국들의 공동 참여로 

추진 에 있으며 용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친환경 인 용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장웅성)

•내년에는 싱가폴에서 IIW연차총회가 열리니까 시차

응도 문제없고 항공료도 렴하니까 우리 학회 회원

이 많이 참석하셔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명함도 많이 

돌리십시오. (장희석)

•부부동반을 한 회원들이 많아서... 물가도 비싸고 시차

에 시달렸지만 분 기가 작년보다 아주 좋아져서... 노

후 책을 집집마다 학실히(?) 하셨죠? Erzberg tour에

서 웬 키 큰 박경림(?), 그리고 폐 에 내려갔을 떄 

웬 야동(?) version ? 비엔나에서 우리 일행이 길을 

잃어서.....이창희 부회장님이 길가는 사람 세워놓고 길 

내놓으라고 따지는(?) 듯한 포즈. 장웅성박사님(자

거 뒤)은 열심히 길을 찾고 있고 따님은 걱정스러운 

길로.....그리고 나머지 무 소 한 사진들. (장희석) 



  

                     <모차르트 콘서트 고>                        <비엔나 장의 살아있는 여인동상>

  

             <그라쯔 마지막 밤: 졸고 있는 한명수박사>                 <비엔나의 OPEC 본부>

      

        <도로주행 인 2인승 소형 경차>                         <Erzberg 산의 그림 같은 집>

     

                 <OPATIJA 스토랑: 한국인의 밤>       <51 % 독주인 Grafa에 취한 3인: 한국인의 밤>

나석주, 이보 , 이창희, 김정한, 장웅성, 윤종원, 김일수, 장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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