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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 IAB에 의한 ANB Korea 인증 

 Audit of ANB Korea by Assessors Appointed by IAB/IIW

대한용접접합학회는 IIW IAB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용접기술인력 국제인증기구)로부터 대한민국의 Authorised National Body (ANB, 국가검정기구)로서 지위를 인

정받는 인증과정 중에 있으며, 2011년 5월 문서 검증을 통과하여 총 3단계중 2번째 단계의 인증을 통과한 상태

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용접접합학회가 IIW IAB로부터 ANB Korea로 인증 받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공고합니다.

2010년 말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타가 Approved Training Body (ATB, 인정교육훈련기관) 등록 신청서를 대한

용접접합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IAB 교육 및 검정 규정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용접기술인력 국가검정기구,

즉 ANB Korea인 대한용접접합학회에 행정적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며, IAB 규정에 의거하여 용접기술인력 교육훈

련을 수행하는 인정교육훈련기관 (ATB)의 후보교육훈련기관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준비해온 대한용접접

합학회의 ANB Korea로서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Quality Manual을 IAB 사무국에 송부하였으며 

이 Quality Manual에 대한 문서검증을 2명의 평가자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5월 

우리학회가 ANB Korea가 되기 위한 인증과정중 문서검증, 즉 2번째 단계의 인증과정을 통과하였음을 통보 받았

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최종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실사평가는 2011년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AB

가 지명한 2명의 평가자는 독일과 크로아티아의 전문가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들 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는 

ANB Korea로서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Quality Manual에 의거하여, 또 IAB 규정에 의거하여 대

한용접접합학회가 용접기술인력 교육 및 검정 제도를 확립하여 운영하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증의 마지막 단계인 이번 현장실사평가는 ANB Korea인 대한용접접합학회 현장실사평가가 주가 되지만, IAB 규

정에 의거한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목적으로 Approved Training Body (ATB, 인정교육훈련기관)

가입신청서를 2010년 말 대한용접접합학회에 제출한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타도 방문 실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IAB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며, 그 교육훈련기관이 ANB Korea에 ATB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태인가를 현장에서 확

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현장실사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한용접접합학회는 ANB Korea로서 마지막 단계의 인증을 완료하게 

되며 ANB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첫째, ATB (인정교육훈련기관) 후보기관의 인증 업무, 둘째,

ATB에서 교육훈련받은 이수자에 대한 시험 평가 주관 업무, 셋째, 시험을 통과한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IIW

Diploma 발급 및 행정 관리 업무, 넷째, 대한용접접합학회에서 그 간 발급한 KWJS Diploma 소지자중 신청자에 

한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걸쳐 IIW의 해당 Diploma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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