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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현재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창희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금속/

용접공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전임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및 포스코 기술연구소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현재는 한양대학교 신

소재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용접 야금, 용접 모델링, 재료의 표면개질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SCI 저널에 125편, 국내 저널에 9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400

여건의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 논문을 발표 하였다. 또한 철강, 건설, 조선, 자동차 및 원자력분야에 이르기까지 

90여회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오면서 산업발전에 공헌을 하여 왔다.

주된 연구 분야는 크게 접합 특성에 관한 용접 야금, 구조 및 기능재료의 표면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개질 그리

고 표면개질 및 접합 공정 중의 야금학적, 물리적 현상에 대한 Computer modeling으로 나눌 수 있다. 용접 야금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welding (laser, EB, arc), brazing 및 soldering을 포함하여 최신의 friction stir

welding 등의 공정에서의 급속응고를 비롯한 상변태 현상 및 그에 따른 기계적, 화학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고 있

다. 표면개질 분야는 Thermal (Plasma, HVOF) 및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하여 재료 표면의 corrosion,

erosion, wear 특성을 최적화시키고, 개질부 및 계면의 특성을 상변태론, 합금학, 조직학을 기초로 이해하며,

Computer modeling 분야에서는 접합 공정 중의 결정립 성장, 상변태 등의 현상에 대한 model화와 kinetic 공정 

중의 비행 입자의 변형 거동에 대한 model화를 통한 deposition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대한 용접접합학회의 

편집이사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 한국레이져가공학회 부회장, 한국용사기술협의회 회장 및 대한금속재료학회 MMI 편집이사 등 금속공학 및 

용접/접합 및 표면개질 기술 발전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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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석 

현대제철(주) 기술연구소장

현대제철(주) 기술연구소장인 조원석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7년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금속공학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기아차 연구소에서 금속소재분야에서 다양

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철강소재 및 알루미늄 등의 경량소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용 

소재개발 및 적용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차세대 동력원인 연료전지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다. 2002부터 2007년에는 현대기아차 미국현지 연구소 소장

으로 재직하며, 현지 차량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년 부터는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철강분야의 소재개발 및 적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료개발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 CGI 내열주철 적용 터빈하우징 개발, 아시아 최초 CGI 승용 디

젤블록 개발을 비롯해서 국내최초 알루미늄 디젤헤드, 비조질강 개발 등 국내외 자동차 관련 소재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차체(세피아) 및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차체

(클릭)를 개발하였으며, 기계적 접합법, 구조용 접착제, 마찰교반접합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접합과 관련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하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알루미늄 후드의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2000년 대한금

속재료학회 기술상, 장영실상 2회 수상,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고

로가동과 함께 후판소재 및 자동차용 소재의 개발과 이와 연관된 소재의 용접성 및 용접결함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현대제철 기술연구소에서는 조선용강, 압력용강, API강재 등의 후판분야  및 자동차용강재의 

용접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허  주  호 

STX조선해양(주) 조선해양연구소장

허주호 연구소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서 석사학

위,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과

정을 대우 산학으로 이수한 후 대우조선에서 계속 재직해왔으며, 선체설계, 선박개발연

구, 진동소음연구, 구조연구 등을 해왔다. 연구경력 중 짧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생산

기술 연구를 하면서 용접 자동화 분야에 몸을 담기도 했던 이력으로 용접/피로파괴 분야

기술에도 관심을 부여하고 기술개발 해 왔으며 관련 특허도 수건 가지고 있다. 구조, 진

동, 용접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기술논문을 150여편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하였고, 특히 

용접분야는 AWS, IWJC와 대한용접학회 등에 십여 편의 논문을 실어 한국 조선 공업의 

성장에 이바지하여 왔다. 사회적 기여활동으로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최근

까지 거제대학, 부경대학교 산학겸임교수도 겸하여 후학 양성에도 일조를 했다

2009년 STX조선해양 연구소의 소장으로 부임하여 현재 STX조선해양의 신상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공정 기술개

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특히, 주요 생산품을 중형선에서 대형선으로 탈바꿈한 회사

의 방향에 맞추어 생산 기반이 되는 용접과 자동화에 대한 개발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자동 문자 용접 장비, PCTC lashing socket 용접 장비, 후판 자동 용접 장비 등 용접 자동화 장비의 개발과 대입

열 용접법 개발, EGW용 Wire 국산화 공동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용접 변형 예측 및 방지 기술 연

구 등의 기초 연구도 독려하고 있다. 이론보다는 실험, 공리보다는 실증을 중시하며, 현물중시 연구활동을 기조로 

융복합 기술과 통섭적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는 대한조선학회의 기술이사로 

선임되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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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태 

현대건설(주) 품질경영부

김종태 부장은 1980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자력, 수화력, 복합화력 발전소와 집단에너지,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댐, 교량, 상

하수도, 철구조물 및 해양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용접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

기술적인 지원과 공법 개선을 제시하는 등 현장 용접의 품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T23 용접부의 재열균열 발생을 규명하고, P91 용접부의 잔류 Au 처리 방

안과, Temper Bead를 응용한 Hot Tapping 용접 절차와 열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용접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Super Au의 Inconel 용접부에 대한 해수 부식 원인

이 UMZ Band의 생성임을 규명한 바 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현장과 협력업체들의 용접에 대한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Risk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ISO 용접, 용접실무, 발전설비 용접 등의 교재를 개발하여 용접

사와 용접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용접 기술자를 양성하는 등 용접기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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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동  수

한국폴리텍VII대학 산업설비자동화과

오동수 교수는 1981년 인천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Ⅱ대학) 판금용접과를 졸업한 후 동

양시멘트주식회사에서 2년간 현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 1987년 창원기능대학 

판금용접과를 졸업 후 동년 5월부터 영주직업훈련원 용접과에서 직업훈련 교사의 생활을 

시작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첫 발을 내딛였다. 1991년 1월부터 창원기능대학(현 한국폴리

텍Ⅶ대학)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재직 중 1996년 부경대학교 생산가공공학과(공학사),

1998년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석사), 그리고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공

학박사)를 졸업하였다. 1991년부터 창원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Ⅶ대학)에서 근무하면서 

200명 이상의 용접기능장과 600명 이상의 산업학사학위과정 용접관련 기술자를 양성하였

다. 또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애로기술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박사학위 과정 중 2002년∼2004년 국내에서 TIG 용접에 있어서 아크 압력 측정에 대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실드 가스 혼합비에 따른 아크 압력측정 기술을 확립 하였다. 본 연구 성과로 대한용접접합학회를 통하여 

“TIG용접에서 실드가스 혼합비에 따른 아크 압력분포 특성(23권 1호, 2005)”에 대한 논문을 게재 하였고, 측정된 

아크 압력으로부터 전류밀도를 유도하게 되어 국제 SCI학회인 Science and Technology of Welding and

Joining(영국)을 통하여 “Derivation of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by Arc Pressure Measurement in

GTA Welding(10권 4호, 2005)”를 제재하였다. 그 후 대한용접접합학회를 통하여 “대전류 고속 TIG 용접특성에 

미치는 He 혼합비의 영향(23권 3호, 2005)”과 “TIG 용접에서 열 유속이 용융효율과 용입형상에 미치는 영향(27

권 2호, 2009)”를 게재하였다. 이 모든 연구 성과들은 모두 그가 개발한 “TIG 용접에 대한 아크 압력 측정에 대한 

기술”에 의한 결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에 대한용접접합학회의 사업이사, IIW-ANB 설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정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내 용접기술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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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만  주

대우조선해양(주) 산업기술연구소

허만주 전문위원은 1985년 부산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년도 대우조선해양

(주)에 입사한 후, 선박해양기술연구소에서 소재 및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적용기술 개발

과 용접재료 국산화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재료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산업기술연구소 용접기술연구

그룹 리더로써 용접시공법 개발, 용접시공기준서 승인 업무, 용접변형 연구 그리고 소형 

용접장치 연구개발 업무의 총괄자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의 선박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 컨테이너선(14,000TEU) 선체 외판의 극 후판

(80mm)에 대한 초 대입열 Tandem Electrogas Welding 기법 개발 및 현업적용, LNG

운반선의 화물창 재질인 36%Ni 합급 Invar강에 대한 용접시공법 개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LNG FPSO,

FPSO 공사 수행에 필요한 Duplex & Supper Duplex Stainless Steel의 내부식성 용접기술 연구 그리고 고정

식 구조물의 극후판 용접에 필요한 극저온 인성을 요구하는 시공법 개발, 조선해양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용접재료에 대해서 재료사와 공통으로 연구하여 실용화함으로써 용접재료 수입 대체효과에 따른 원가절감 노력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내 용접재료기술의 발전은 물론 조선강국의 용접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

고 있으며, 이 같은 연구개발 결과물은 현업 생산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어 용접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

다. 최근에는 DSME형 Drillship 및 차세대 LNG-FPSO 개발에 있어서 신 용접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POSCO 주관 강재발전 협의체 간사로 활동하면서 조선사와 재료사, 선급간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용접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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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명  섭)  (모  종  선) (송  충  재)  

․1989년생

․전남도립대학     

․1980년생

․한국폴리텍V대학

․1984년생

․한국폴리텍IV대학 

(길  윤  한) (이  종  석) (장  준  은) (최  용  태)

․1992년생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991년생

․성동공업고등학교

․1991년생

․삼천포공업고등학교

․1990년생

․평해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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