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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모집 안내  
1. 일    시 : 2012년 11월 22(목) - 23(금), 2일간
2. 장    소 : 창원 컨벤션센터 (www.ceco.co.kr)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055-212-1000)

3. 세부 일정 :
  가. 발표논문 신청서 마감 : 2012년 10월 17일(금) 
  나. 발표논문 제출 마감 : 2012년 11월 5일(월) 
  다.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12년 11월 16일(금) 
  라.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12년 11월 9일(금)
4. 강연 원고모집입니다.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실시합니다. 

  나. 각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및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강연은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입니다.
5.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입니다.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입니다.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가 가능합니다.

6.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발표자 및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발표자는 템플릿 파일에 4-5면에 해당하는 발표논문을 제출(작성요령 참조)

  나. 학술대회 발표초록집에는 발표초록 1면만 인쇄

  다. 발표논문의 학회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발표자는 편집위원회 소정의 심사 후 추후 학회지에 게재  

  라. 발표논문 작성 템플릿 파일은 홈페이지(www.kwjs.or.kr) 자료실 또는 학술대회→발표논문신청/수정에서 다운

받아 작성

7.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11월 3일까지) 당일등록(11월 4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00,000원 130,000원 130,000원 150,000원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50,000원 80,000원

  ① 학회 사무국, 온라인입금,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재 

     ☞우리은행 : 025-079710-01-001, 예금주 : 대한용접접합학회 (참가자 성명으로 입금 후 확인) 
  ② 학술대회 참가자는 2011년 11월 9일(금)까지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제출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학술대회→→발표논문신청/수정서 신청하시고 
파일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좌장 신청 : 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회원께서는 ‘전공부문 및 세부전공’을 적어 ‘발표논문 신청서’에 

체크하여 주시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체 소속 회원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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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 신청서
접수일 2012.    .    .   접수 No.  2012- 

발표형식

(해당란 ○)

•구두발표      (    )

•포스터발표    (    )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학술발표대회 발표 분야(산업별) 학술대회 발표 분야(학문별)
•조선‧해양 (   ) •플랜트 (   ) 정밀접합: Soldering, Brazing, Micro-bonding 등 (   )

•(신)재생에너지 (   ) •발전설비 (   ) 고에너지빔: 레이저, 플라즈마, 전자빔 가공 (   )

•원자력 (   ) •정유‧석유화학 (   ) 용접야금: 용접성, 미세조직, 물성, 접합 특성 등 (   )

•자동차 (   ) •철도 (   ) 용접공정: 공정개선, 장비, 자동화, 절단 등 (   )

•건설 (   ) •토목 (   ) 용접강도: 잔류응력, 강도, 인성, 취성, 피로파괴 (   )

•반도체‧패키징 (   ) •철강‧비철 (   ) 용접시공: 용접부 품질평가, 용사기술 (   )

•산업기계 (   ) •검사 및 시험평가 (   ) 특수문제: 고온용기, 원자력, Plastic용접, 극저온 (   )

 ❏ 발표신청자는 산업별 발표분야와 함께 학문별 발표분야를 동시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 발표제목에는 관련부품이나 제품이름 등을 가능한 포함시켜 주십시오. 

구 분 성  명 근무처/부서명(직위) 회원 구분(○표)

발표자 일반회원 학생회원

공동 

저자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발표자 연락처 E-mail

좌장 

신청

 성명 :             소속 :                               직위 :

 관심부문 :                            세부전공 :

기타 

사항

1. 논문 발표자는 ‘12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공동 저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술대회에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회원께서는 “좌장신청” 란을 작성해 주시면 선임토록 하

겠습니다.

 ※ 발표논문 파일을 USB메모리에 담아 발표시작 전의 휴식시간에 발표장 보조요원에게 미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레이저 포인트는 개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학회 학술발표대회의 발표세션 구성은 학문적 주제별 발표형식에서 산업별 주제 발표형식으로 세션을 구

성하고 운영합니다. 

  - 이는 각 산업분야별 논문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같은 산업분야에서 용접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또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 이런 변화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용접․접합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의 학회 참여를 장려하고 학회내에서

의 상호 학술 및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여 우리 학회가 산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

내 용접기술의 발전과 용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발표분야를 기존 발표신청 분야와 함께 산업별 학술대회 발표분야를 동시에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발표 제목에 가능하면 관련제품이나 부품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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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차 이사회 회의록
l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 15:00

l 장  소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114호(창의설계스튜디오)

l 참석자 : 이보영, 이창희, 장희석, 강정윤, 김종도, 최해운, 윤종원, 정재필, 박주용, 강봉용, 정승부

고진현, 김상록             

l 위  임 : 김병권, 허만주, 전진수, 허만주, 은종목, 방희선, 이종섭, 장웅성, 한종만, 김대순, 김봉훈, 

이진희, 김명현, 김재웅

❏ 주요 안건보고 
1. 총무, 재무, 사업, 국제/기술, 편집 업무에 대해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보고를 함.

2. ANB-Korea, 지회에 대해 담당 이사가 보고를 함.

※ 첨부 197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 토의/의결 내용 
1. 제197차 이사회 회의록을 승인함.

2.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가. 특별회원(2개사) : 한전KPS(1급), 디섹(5급)

   나. 일반회원 : 28명 (종신회원 5명, 정회원 19명, 준회원 3명, 학생회원 2명)  

3. 2012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용접조합 전시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가. 일시 : 2011. 11. 15(목)∼16(금) => 11. 22(목)∼23(금) 

   나. 장소 : 대구 컨벤션센터 => 창원 컨벤션센터 

   다. 용접조합 후원 내용 :

       ① 2011년도 개최 지원과 동일 

       ② 학회-조합 공동리셉션 개최

       ③ 학회유치 전시참가업체 부스 수수료 30% 학회지원 

4. AWF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소개하고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

정하기로 함

   가. KWJS에 대한 의견을 AWF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AWF 사업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기로 함

   나. AWF CWCS(용접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사하기로 함

   다. AWF에 대한 자료정리는 국제부문 장희석 부회장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함  

5. MMI 논문자료를 MMI 발간공동 참여학회 회원도 무료다운이 가능하도록 강정윤 편집부회장이 금속재료학회

에 요청하기로 함.

6. 특별회원사 및 일반회원 증대 계획에 대하여 이창희 부회장이 차차기 이사회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함

   가. 회원사 방문과 견학을 실시하고 회원사 임원에게 회원사 직원의 회원가입을 요청

   나. 회원사에게 맞는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 직원의 회원가입을 유도

   다. 위원회, 지회 등에 회장단이 참가하여 학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라. 회원사 동정을 학회지 앞 부분에 게재하여 회원사를 홍보해주는 방안을 강구  

   마. 학술대회 시 회원사 로고를 현수막과 시상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

   바.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방향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7. 용접기술인협회(이하 협회)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추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차기 이

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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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회 설립에 학회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 5명(설립 주체로 참여), 반대 3명이 의견

을 개진함

   나.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출장비 등 업무추진비는 학회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함

   다. 용접기술인 동호회 회장과 모임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8. 2014 IIW 개최국에 배정된 IIW 이사는 이보영 회장을 추천하기로 함. 

9. 용접조합의 IIW 연회비 분담은 추후 검토하기로 함    

10. 2014 IIW 개최 준비 작업은 사업부문 이창희 부회장이 맡아서 추진하기로 함.   

11. 국문학회지 SCI 등재 추진을 편집부문 강정윤 부회장, 정승부, 최해운 이사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함  

    가. 학회 논문투고, 검색 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계획을 편집에서 마련하여 

보고하기로 함

    나. 부족한 투고논문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회지 4월호부터 게재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기로 함

    다. 학교 재직 이사를 중심으로 학회지를 한호씩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SCI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12.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사업부문 이창희 부회장이 맡아서 준비하기로 함.       

13. 학회사무실 이전은 재무이사와 검토하기로 함. 별도로 과총에 사무실 임대를 신청하기로 함 

14. 차기이사회 개최 : 

    가.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8일(화), 15:00,  라마다 플라자 제주 호텔

    나. 전임회장 이사회 및 IWJC 참가지원 : 무료등록, 왕복항공료, 숙박료(행사 참가 전일 숙박비)

 

[첨부] 제197차 이사회 회의자료

신규 회원 명단
<특별회원>

급수 회원사명 대표자 영  업   분  야 추 천 자

5급 대신강업 강우성
- 특수강, 합금강, 탄소강, 공구강 소재공급

- 파이프, 플랜지, 자동변속기 가공 
-

5급 서경브레이징 신영식
- 태양열,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부품,

열교환기
이보영

<정회원 → 종신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465 유 세 훈  생산기술연구원 용접기술지원센터 선임연구원 ―

466 이 용 섭  대우건설 플랜트지원부 ―

467 한 태 교  포스코 기술연구소 자동차소재연구그룹 ―

468 김 형 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용접센터 ―

<학생회원 → 정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12340 서 지 석  현대종합금속 용접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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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11173 이 상 협  현대건설 현장지원본부 ―

12286 홍 상 희  한성자동차 판금부 ―

12469 박 형 근  DNV ―

12759 지 성 현  세정 기술연구팀 기술지원과 ―

12760 김 용 갑  공군 15혼비 군수전대 장비정비대 제작중대 ―

2012년도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1. 포상 목적 
   회원의 연구의욕과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술상, 공로상, 논문상, 기술상, 철암논문상, 학업상을 

제정하여 학술행사시 시상하며 정부 및 관련 단체에서 시상하는 각종 포상에 우리 학회 회원을 추천하여 수상케 

함으로써 용접접합 기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               

          

2. 수상 자격 : 
  - 학술상 : 용접 및 접합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하여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회원에게 수여

  - 공로상 : 우리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관련자에게 수여

  - 기술상 : 용접 접합분야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에게 수여

  - 학업상 : 공고 및 대학의 용접 접합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

한 학생에게 수여

3. 시상 내용 : 상패 및 상장 

4. 수상후보자 추천 자격 : 
  - 우리 학회 정회원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

  - 학술단체 및 관련 연구소의 장

  - 회원이 속한 기업체의 장 

  - 대학의 총, 학장 (단, 학업상은 관련학과 지도교사 및 지도교수)

5. 추천 서류 :
  -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 양식)

  - 피추천자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 피추천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추천 마감일 : 2012년 8월 31일까지

7. 시상일 : 2012년 11월 22일(목), 추계 학술발표대회(창원)

8. 접수 및 문의 :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042-828-6512, koweld@kwj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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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44 (용접 및 관련공정) 표준화 연구동향
(ISO표준 제ž개정 현황)

ISO No. 문서 제목
시작연도 주관

기관최종연도

ISO 

14273:2000

Specimen dimensions and procedure for shear testing 

resistance spot, seam and embossed projection   

welds

2011/12/21 Adopted  

by CEN-

WD 14273

Specimen dimensions and procedure for shear testing 

resistance spot, seam and embossed projection   

welds

2012/05/31
ISO lead

-

ISO 

14323:2006

Resistance spot welding and projection welds - 

Destructive testing of welds - Specimen dimensions 

and procedure for impact shear test and cross-tension 

testing

2011/12/21

ISO lead

-

WD 14323

Resistance spot welding and projection welds - 

Destructive testing of welds - Specimen dimensions 

and procedure for impact shear test and cross-tension 

testing

2012/05/31

ISO lead

-

ISO 

14324:2003

Resistance spot welding - Destructive tests of welds - 

Method for the fatigue testing of spot   welded joints

2010/11/05
ISO lead

2015

ISO 

14329:2003

Resistance welding - Destructive tests of welds - 

Failure types and geometric measurements for 

resistance spot, seam and projection welds

2011/12/21

ISO lead

-

WD 14329

Resistance welding - Destructive tests of welds - 

Failure types and geometric measurements for 

resistance spot, seam and projection welds

2012/05/31

ISO lead

-

ISO 

14373:2006

Resistance welding - Procedure for spot welding of 

uncoated and coated low carbon steels

2011/12/21 Adopted  

by CEN-

WD 14373
Resistance welding - Procedure for spot welding of 

uncoated and coated low carbon steels

2012/05/31
ISO  lead

ISO 

16432:2006

Resistance welding - Procedure for projection welding 

of uncoated and coated low carbon steels using 

embossed projection(s)

2010/11/05 Adopted  

 by CEN2015

ISO 

16433:2006

Resistance welding -  Procedure for seam welding of 

uncoated and coated low carbon steels

2010/11/05 Adopted  

by CEN2015

ISO 25239-1:

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1: Vocabulary

2011/12/16 ISO   

lead2016

ISO 25239-2:

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2: Design of 

weld joints

2011/12/16 ISO   

lea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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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No. 문서 제목
시작연도 주관

기관최종연도

ISO 25239-3:

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3: Qualification of welding operators

2011/12/16
ISO lead

2016

ISO 25239-4:

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4: Spec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welding 

procedures

2011/12/16
ISO lead

-

ISO 25239-5:

2011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5 : Quality and 

inspection requirements

2011/12/16

2016
ISO lead

ISO XXXX
Friction stir welding - Aluminium - Part 3: Qualification 

of welding operators
 -  - 

ISO/AWI 

2282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Determination of 

location and size of imperfection

2011/10/25
 - 

ISO 24497-1:

2007

Non-destructive testing - Metal magnetic memory - 

Part 1: Vocabulary
  -

2011/07/19

2016

ISO 24497-2:

2007

Non-destructive testing - Metal magnetic memory - 

Part 2: General requirements
  -

2011/07/19

2016

ISO 24497-3:

2007

Non-destructive testing - Metal magnetic memory - 

Part 3: Inspection of welded joints
  -

2011/07/19

2016

ISO/PWI 

18211

Non-destructive testing - Long range inspection of 

above ground pipelines and plant piping using guided 

wave testing with axial propagation

2012/04/18

  -

-

ISO/DTR 

13392

Health and safety aspects of welding - Arc welding 

fume components related to welding processes and 

consumable type

2009/06/12
  -

-

TR XXXX TR on thoriated electrodes   -   -

TR XXXX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in the fabrication by welding 
  -   -

ISO/TR   

14345:2012

Fatigue - Fatigue testing of welded components – 

Guidance
2012/06/11   -

ISO 

14347:2008

Fatigue - Design procedure for welded hollow-section 

joints - Recommendations

2008/11/17
  -

2013

ISO XXXX
Test procedure for creep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  - 

ISO/DIS 14346
Static design procedure for welded hollow section joints 

– Recommendations 

2012/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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