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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운영하는 IWE 및 IWS 교육과정 인증 부여 

  국제용접학회 국제인증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IIW 

IAB)의 용접기술인력 교육체제를 도입 운영하는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의 IWE와 IWS의 2개의 교육과정에 대

해 우리학회가 2012년 7월 20일 인증을 승인 부여하고, 인정교육훈련기관 (Approved Training Body, ATB)으

로 지정하였다.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는 2008년까지 ANB Germany인 독일용접협회 (DVS)에 속한 교육훈련기관의 형태로 

IIW IAB의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우리학회가 대한민국 ANB로서 2009년 IIW IAB에 

가입함에 따라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더 이상 DVS와 공식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IIW IAB 교육과정에 대해 우리학회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IIW IAB의 대한민국 국가검정기구 (Authorised National Body, ANB)인 대한용접접합학회는 IIW IAB로부터 

2012년 1월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인증을 신청한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IWE)와 International Welding Specialist (IWS)의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 절차를 시작하였다. 

우리학회 ANB 부문에서 지명한 2명의 Auditor가 2012년 1월부터 문서검증을 시작하여 IAB 규정에 미흡한 부

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 후, 6월중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를 방문 실사 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IIW 

IAB 규정에 따라 대한용접접합학회 ANB 부문에서는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운영하는 IWE 및 IWS 교육과

정에 대해 2012년 7월 20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 5년 유효기한으로 인증을 승인하였다 

  우리 학회 ANB 부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에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한밭대학교 용접공

학센터를 인정교육훈련기관 (Approved Training Body, 

ATB)으로 지정하여, 우리 학회 이보영 회장과 한밭대학

교 용접공학센터의 김하영교수, 황선효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8월 22일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에 

ATB 현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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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IWE 검정에서 합격한 23명이 KWE 및 IWE Diploma 취득  

  2012년 6월 7일부터 3개월간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에서 KWJS 규정 및 IIW IAB 규정에 따른 Korean 

Welding Engineer (KWE) 및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IWE)교육과정을 이수한 28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회 ANB 부문의 Board of Examiners가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시행한 검정시험에서 2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 23명의 검정 합격자들에게는 한국용접전문기술자 (Korean Welding Engineer, KWE) 디플로마 및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IWE) 디플로마가 수여되었다. 

Transition Arrangements Route 규정에 의해 51명이 IWE Diploma 취득

  ANB Korea인 우리 학회와 IIW IAB와의 협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Transition Arrangements 

Route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51명이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IWE)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2010년까지 한국기계연구원(대전)과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에서 IIW IAB, KWJS, DVS, EWF의 규정에 따

라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KWE, SFI, EWE 디플로마를 취득한 자중 IWE Diploma 발

급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한 44명과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검정에 합격한 7명등 총 51명

이 Transition Arrangements Route 규정에 따라 IWE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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