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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학회-용접조합 신년인사회 개최
   2012 학회-용접조합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23일(금) 17:30 에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우리 학회가 주관한 신년인사회에 학회에서는 이보영 회장을 비롯하여 전임회장과 학회 임원이 참석하였고 용

접조합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용접조합 이사와 조합회원사 대표가 각각 참석하였다. 

  이보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합-학회 양기관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남성대 이사장은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흑룡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조합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참석자 소개에 이어 케익 절단과 건배 제창이 있었으며 우렁찬 건배제창과 재미있고 유익한 건배사로 화기애

애한 간담회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수년전부터 학회와 조합은 매년 돌아가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상호 협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195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1년 11월 10일(수) 16:00

• 장소 :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2층 회의실

• 참석자 : 이보영, 이창희, 장희석, 강정윤, 권영각, 한용섭, 김병권, 윤종원, 정재필, 전진수, 방희선,  

           박주용, 김대순, 강봉용, 이세헌, 백응률, 고진현, 김상록      

• 위임 : 김종도, 최해운, 오명구, 한종만, 김재웅, 이창우, 김명현

• 전임회장 : 이영호, 박동환, 이종봉 

학 회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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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건보고 
1. 총무, 재무, 사업, 편집, 기술/국제 업무에 대해 담당부회장 및 이사가 보고를 함

2. 연구위원회, ANB-KOREA, 특별회원사 가입추진에 대해 담당 이사가 보고를 함

※ 첨부 195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토의/의결 내용 
1. 제194차 이사회 회의록을 승인함

2.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가. 특별회원(3개사) : 효성(2급),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5급), 성우하이텍(5급)

   나. 일반회원(45명) : 종신회원 1명, 정회원 24명, 학생회원 20명 

3.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제목을“우수논문 발표상”으로 변경함  

4. 학술대회“구두발표 우수논문상”를 2012년부터 수여하기로 하고 수상자는 각 세션의 좌장들이 투표 또는   

협의하야 선정하기로 함.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함.

5. 국문학회지 논문투고 활성화로 부족한 투고논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① 학교 소속이사의 논문투고 배정이 필요

   ② 리뷰논문, 위원회 발표논문의 학회지 투고에 대한 방안을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하여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6. 국문학회지 SCI 등재를 위한 한·중·일 3개국 학회지 상호 인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① 중국, 일본에 학회 안을 공문으로 제안하기로 함

   ② 논문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되 제목, Abstract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호 인용수를 증대

7. 위원회소속 회원사를 학회 특별회원사로 전환하는 안을 사업(이창희 부회장)에서 마련하여 차기이사회에 보

고하기로 함

8.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2012년 11월 15-16,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함

9. 2014 IIW 개최지 결정을 참석이사 13명 찬성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함

   ① IIW 개최지 선정회의(2011. 11. 3(목), 부산)에서 잠정 결정된 부산 개최를 유보함 

   ② 개최지 선정 TFT를 구성하여 4개 후보지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10. IWJC-2012 논문발표 등록에 많은 참여가 필요함

11. 차기이사회는 학회-조합 신년인사회를 겸해서 개최하기로 함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27(금) 오후, 대전

[첨부] 제195차 이사회 회의자료

신규 회원 명단
<특별회원>

급수 회원사명 대표자 영업 분야 추천자

1급 군장에너지 오창석 중기 및 전력사업(열병합발전) 이보영

1급
아빈코빈젤 

코리아
김영국 MIG/MAG/TIG/플라즈마 용접용 토치 이보영 

<정회원 → 종신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천자

458 이 승 건 한국전력기술 연구소 ―

460 김 근 수 호서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정재필(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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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원 → 종신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459 김 용 고등기술연구원 로봇/생산기술센터 ―

<정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12182 염 대 호 현대엔지니어링 품질경영팀 이진희(SK건설)

12444 최 재 윤 영진산업 생산부

12732 정 두 식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12733 윤 재 덕 삼성중공업 판넬 조립부 대조립과 자동 1반

12734 박 용 호 현대로템 내 로테코 감독관실

12735 서 선 환 한국폴리텍2대학 화성캠퍼스 국정한(한국기술교육대)

12736 조 영 덕 STX 종합기술원

12737 김 승 우 Wartsila Korea / Recondition

12738 박 정 열 한국선급 통영지부 강성원(부산대)

12739 송 태 성 현대제철 기계팀

12740 윤 희 철 프리랜서

12741 윤 재 영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12742 박 철 환 안동우편 집중국 기술과 오동수(창원폴리텍VII대)

12743 정 종 필 프리랜서 이진희(SK건설)

50116 조 성 우 대림산업 배관설계팀 ―

※ 대한용접‧접합학회 가입 안내 ※

  우리 학회에서는 아래의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kwjs.or.kr)

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번호를 부여 받고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회  원  구  분 입  회  비 년  회  비

정  회    원 10,000원 40,000원

준 회   원 10,000원 30,000원

학   생   회   원 10,000원 20,000원

종   신   회   원 10,000원 400,000원

재 외 국 인 회 원 10달러 40달러

     • 제 출 처 :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TEL. (042) 828-6511∼3,  FAX. 828-6514

     • E-mail : kws@kwjs.or.kr, koweld@kwjs.or.kr         

     • 우리은행 :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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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IIW로부터 ANB로 완전인증 획득 
  2012년 1월 18일 파리에서 개최된 IIW IAB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용접기술인력 국제인증기구) 회의에서 우리 학회의 완전인증 안건이 의제(IAB-WGB-271-11)로 다뤄

졌으며, 그간 대한용접접합학회가 제출한 문서를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담당한 Lead Assessor인 Christian 

Ahrens의 보고로 총회에서 이 안건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대한용접접합학회가 IAB/IIW로 부터 대한민국의 용접

기술인력 국가검정기구 (Authorised National Body, ANB)로 Engineer, Technologist, Specialist, Practitioner 

4가지 과정에 대해 완전인증 (Full Authorisation)을 획득하게 되었다.

  IIW IAB (Internationa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용접기술인력 국제인증기

구)는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기구이

다.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용접기술인력 국가검정기구(ANB)는 그 나라에서 IAB 규정에 따른 용접기

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 시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규정에 따라 ANB는 IAB로부터 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대한용접접합학회는 2009년 5월 ANB Korea (용접기술인력 대한민국 국가검정기구)로 IAB에 가입하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IAB 제도에 따른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 방법

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다음에 완전인증을 받기까지 그간의 경과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윤종원 교수가 중심이 되어 약 1년에 걸쳐 대한용접접합학회가 대한민국에

서 ANB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방대한 양의 업무 매뉴얼 작성 작업을 마쳤다. 이후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IAB 제도에 기반한 ATB (용접기술인력 인정교육훈련기관)으로 우리 학회에 등록하고 업무 매뉴얼 등 제반 문서

를 우리 학회에 제출하였다. ANB Korea에 행정적으로 연결된 ATB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학회는 준비했던 

ANB 업무 매뉴얼과 부속 서류를 2010년 12월 IAB 사무국에 제출하여 본격적으로 인증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

후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IAB의 Assessor 2명이 우리 학회가 제출한 문서를 검증하였다. 우리 측이 제출한 

문서 중 부족 사항에 대해 Assessor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우리 측이 2011년 5월 접수하고, 이후 우리 측의 업

무 매뉴얼 및 문서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2011년 6월에 대응서류를 제출하였다. 절차에 따라 2011년 7월 인도 

Chennai에 개최된 IAB 회의에서 예비인증 (Preliminary Authorisation)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9월 중순 우리 

학회를 방문한 2명의 IAB Assessor들에 의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그들이 작성한 현장 실사 보고서를 

우리 측이 접수하였으며, 그 현장실사 보고서에 대한 대응보고서를 2011년 11월 초 작성 완료하고 이것을 제출

하였다. 마침내 2012년 1월 열린 IAB 회의에 우리 학회의 완전인증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용접접합학회는 용접기술인력 국가검정기구(ANB Korea)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

민국에 소재한 용접기술인력 훈련기관중 ANB Korea에 등록하고, IAB 교육훈련 및 검정 제도에 의거하여 용접

기술인력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을 Approved Training Body (ATB, 인정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하는 업무, 

ATB에서 교육훈련받은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업무, 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IIW Diploma를 발급 수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현재 용접관련 Diploma와 자격증을 취득한 자중 소

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IAB와의 Transition Arrangements 협약에 의해 IIW Diploma를 수여하는 업무 등을 

시행하게 된다.

Transition Arrangements 승인 

  2012년 1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IIW IAB WG-B 회의에서 ANB Korea가 신청한 Transition Arrangements 

추가 안건 (IAB-WGB-265-11)을 승인받았다. 이것은 2009년 7월 14일 싱가폴에서 열린 IAB 회의에서 ANB 

Korea가 승인받았던 Transition Arrangements 협약 (IAB-WGB-126-09, 우리학회지 2009년 8월호에 게재)

에 추가하여 승인받은 사항이다. Korean Welding Specialist (용접기술자 2급) Diploma를 취득한 자 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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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ference Document Title End Date for 
Ballot

DIS ISO/DIS 16338 
Welding for aerospace applications - 
Resistance spot and seam welding

2012.02.22

CD
ISO/CD 17533-ISO/TC 44 N 

1864

Welding for  aerospace applications - 

Welding data in design documents
2012.02.22

CIB
ISO/TC 44 N 1865-NWIP- 
Amendment ISO 11745:2010

Brazing for  aerospace applications - 

Qualification test for brazers and brazing  
operators - Brazing of metallic components 
- Amendment 1

2012.02.29

CIB
ISO/TC 44 N 1869-NWIP- 

Resistance welding - IIW
2012.03.20

DIS ISO 24394:2008/DAmd 1

Welding for  aerospace applications - 

Qualification test for welders and welding  
operators - Fusion welding of metallic 
components - Amendment 1

2012.04.04

NP ISO/NP 17916 Safety of thermal  cutting machines 2012.04.10

SR
ISO 3677:1992
(Ed 2, vers 3)

Filler metal  for soft soldering, brazing and 
braze welding - Designation

2012.06.18

기술한 바와 같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IIW의 International Welding Specialist (IWS) Diploma를 발

급하는 사항을 승인 받은 것이다.

 Transition Arrangements for ANB Korea approved at the IAB Meeting, 18 Jan 2012, Paris
• KWS to IIW-IWS ( IAB-WGB-265-11)
  a) Applicants must fulfill the IWS Access Conditions approved for Korea, and;

  b) Should have the KWS Diploma (Korean Welding Specialist under KWPQS operated by KWJS), 

and;

  c) Applicants must be active on the welding field at least one year on the last three years, 

developing activities at the level of Welding Specialist, and;

  d) Who meets the above requirements, will be eligible for the award of IWS Diploma

 ISO / TC44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우리 학회가 기술표준원 간사학회로 참여하고 있는 ISO 용접 및 관련공정 위원회(ISO/TC44 ; Welding and 

allied processes)의 용접분야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과 TC44위원회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 용접관련 표준에 

대한 소식을 학회지에 게재하여 회원여러분이 국내외의 표준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소식란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2011년도 5월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받아 ISO표준의 KS표준 

부합화를 비롯하여 KS표준 제개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34회 ISO/TC44 총회 개최
 - 일시: 2012년 7월19일(목)∼20일(금) 

         (IIW 65회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2012년 7월 8일~13일)

 - 장소: 미국 덴버

 ISO표준 제·개정문서 투표 진행 내용 



     학회 회원사 동정 기사를 학회지에 게재하여 회원사를 홍보해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 회사동정, 회사소개, 제품안내, 연구개발, 기타 
2. 원고분량 : A4 2면 이내(사진 포함)   

3. 원고접수 : 수시접수

4. 접수 및 문의 : 학회 사무국 (Tel. : 042-828-6512, e-mail : koweld@kwj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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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용어 참조
 •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표준안

 • CD(Committee Draft): 위원회 초안 

 • CIB(Committee-Internal Balloting): 전자 투표 문서 표준안 

 • NP(New Proposal): 신규 제안 

 •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표준안

 • NWIP(New Work Item Proposal): 신규업무 종목 제안 

 • Amd(Amendment): 수정표 

 2011년 IIW 공동 제정 ISO 표준
Reference Document Title

ISO 14271:2011
Resistance welding - Vickers hardness testing (low-force and microhardness) 

of resistance spot, projection, and seam welds

ISO 14372:2011
Welding consumables - Determination of moisture resistance of manual metal 

arc welding electrodes by measurement of diffusible hydrogen

ISO 25239-1: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1: Vocabulary

ISO 25239-2: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2: Design of weld joints

ISO 25239-3: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3: Qualification of welding operators

ISO 25239-4: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4: Spec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welding procedures

ISO 25239-5: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5: Quality and inspec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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