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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용 ‧ 합학술 회 (IWJC-Korea 2007)

  우리 학회가 주최한 국제 용 ‧ 합학술 회(IWJC -

Korea 2007)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

쳐 서울 COEX에서 국내외 500여명의 용   합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련 문가와 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국, 독일을 비롯하여 세계 16개

국으로부터 15개 분야에 걸쳐 구두발표 139편, 포스터

발표 76편 등 총 215 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국제 

학술 회는 2002년의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하 던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에 이어 5년 만에 개최

하는 두 번째 국제학술 회로 우리의 용 ‧ 합 련 산

업의 학문  발 과 기술발 을 세계에 리 알리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국제 용 ‧ 합학술 회(IWJC-Korea 2007)

가 열리는 기간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한‧  용  포

럼(The 2nd Korea-China Welding Forum), 제3회 

한‧일 은 과학자 조인트 심포지움 (The 3rd KWJS- 

JWS Joint Symposium of Young Researcher), 제

8회 아시아용 연맹연차총회 (The 8th Asian Welding 

Federation Annual Meeting)가 개최되어 학술 회 

참가자에게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나

라 용 ‧ 합 분야 문가들이 아시아권의 용 분야 주

요 학술단체와의 학술 교류를 지속 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 다. 한 국제학술 회 기간 에 

한국용 공업 동조합이 주 하는 2007 국제용 시

회(Welding Korea 2007)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COEX 서양홀에서 함께 개최되어 각국의 최신 용

산업 황을 한 자리에서 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문과 기술이 함께하는 학술 회가 되었다. 

  이번 국제 학술 회의 박동환, 나석주 공동 회장은 

이번 국제 학술 회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는 용 ․ 합 기술 분야에서 각국의 상호 보완

이고 유기 인 계를 통하여 용 ․ 합 기술의 발

을 도모하고, 지속 인 국제 학술교류가 이루어지는 계

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 으며 앞으로 정기 인 국제학

술 회 개최를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희망하

다. 본 국제학술 회 명 회장인 채 복 과총 회장

은 성공 인 학술 회 개최와 아울러 참가자 모두가 새

로운 학문과 기술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학술 회가 되기를 기원하 다.

1. 국제 학술 회 개최 원회구성

  국제 학술 회의 개최를 한 조직 원회, 로그램

원회, 재무 원회를 구성하 으며 2002년도 국제 학

술 회와 비교하여 학술 회의 규모나 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을 감안하여 각 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비과정을 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상호 보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 인 국제 

학술 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Honorary Conference Chair

 • 채 복 과총회장

 Conference Co-Chairs

 • 나석주(학회장, 한국과학기술원)

 • 박동환( 임회장, 울산 학교) 

 Program Committee

 •  원 장 : 이종 (POSCO), 이창희(한양 ) 

 • 국내 원 : 강문진(생산기술연구원), 강 용(생산기술  

연구원), 강정윤(부산 ), 김종도(한국해양 ), 이세헌  

(한양 ), 이종섭(POSCO), 장웅성(RIST),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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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구원), 정재필(서울시립 ), 한명수( 우조선해양)  

 • 외국 원 : 

B. Du(Harbin Welding Institute, China),

K. Nogi(Osaka Univ., Japan), 

K. Loeffler(Trumpf Lasersystems, Germany),

M. Matsumoto (JNES, Japan),

P. Dong(Battelle, USA), W. Mohr(EWI, USA), 

S. Katayama(Osaka Univ., Japan), 

S. Labbe(Olypus NDT, Canada), 

S. Yamane(Saitama Univ., Japan), 

S. Yi(Samsung ElectroMechanics, Korea),

T. Takemoto(Osaka Univ., Japan), 

Y.C.Kim(Osaka Univ., Japan), 

Y. Zhou(Univ. of Waterloo, Canada), 

 Finance Committee

 • 원장 : 조상명(부경 )

 •   원 : 김정한(생산기술연구원), 김사원(세아ESAB), 

방한서(조선 )  

 Organizing Committee

 • 원장 : 이보 (항공 ), 이세헌(한양 )

 •   원 : 김종도(한국해양 ), 신 의 ( 앙 ),

    윤종원(동의 ),이철구(서울산업 ), 장희석(명지 )

 National Advisory Board

 • 강성원(부산 ), 강춘식(서울 ), 김 식(한국해양

), 엄기원(한양 ), 엄동석(부산 ), 이 호(충남 

), 이창희(포항공 ), 정세희( 북 )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D. L. Olson(Colorado School of Mines, USA),

    H. Kokawa (Univ, of Tohoku, Japan),

    H. Murakawa(Osaka Univ. Japan),

    M. Kutsuna (Nagoya Univ., Japan), 

    N. Ekere (The Univ., of Greenwich, UK), 

    N. Yuroka(NSC(retired), Japan), 

    W. A. Baelack(Ohio State Univ. USA),  

 Technical Co-Sponsors  

 • America Welding Society(AWS), Chines Welding 

Society(CWS), Japan Welding Society(JWS), 

Welding Technology Institute of Australia(WTA), 

Institute De Soldadua E Qualidage, CESOL, 

Welding Research Institute-Industrial Institute 

SR, Singpore Welding Society, Welding Institute 

of Thailand

 국제 학술 회 개최 후원기

 • 공공단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한국학술

진흥재단(학진), 한국 공사, 서울컨벤션비지터뷰로

 • 련업체 : 한국용 공업 동조합,세아ESAB,KISWEL, 

종합 속, 공업, POSCO, 우조선해양, 삼

성 공업, 국제웰즈, 조선선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진 공업, 미포조선, 

삼호 공업, 고오베용 , 독일선 회, 동일세라믹, 

로핀-바젤 코리아, 미야 코리아, 트룸 코리아, 태신 

G & W, 하나엔지니어링, 한빛 이 , 

2. 국제 학술 회 일정별 요약

  학술 회 날인 5월 9일 녁에는 COEX 컨퍼런스 

320호에서 국내외 학술 회 참석자를 환 하는 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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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션이 개최되었으며 박동환 학술 회 공동 회장과 이

건국 한국용 공업 동조합장이 환 사를 통해 참석자

들을 따듯하게 맞이하 다. 

  회 첫날인 5월10일 오 에 개최된 학술 회 개회

식에서는 나석주 공동 회장의 개회사와 명 회장인 

채 복 과총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Gerald 

D. Uttrachi 미국용 학회장, Ping Shan 국용 학

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Gerald D. Uttrachi 미국

용 학회장의 특별강연 주제는 “MIG/MAG Weld 

staring Quality and Gas Waste Problem and 

Suggested Solution”이었으며, Ping Shan 국용

학회장의 특별강연 주제는 “Development Status of 

Welding Technology in China”이었다

  특별강연 이후 이어진 첫째 날 논문 발표는 5개 발표

장에서 청강연 9편과 구두논문발표 31편이 발표되었

으며, 오후에는 76편의 포스터 논문 발표가 학술 회장 

로비에서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국제학술 회와 별

도로 제2회 한‧  용  포럼(The 2nd Korea-China 

Welding Forum)이 오후에 열려 7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으며, 제3회 한‧일 은 과학자 조인트 심포지움 

(The 3rd KWJS-JWS Joint Symposium of Young 

Researcher)에서 오 과 오후에 걸쳐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 제8회 아시아용 연맹연차총회 (The 

8th Asian Welding Federation Annual Meeting)

가 오후에 개최되는 등 회 첫날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회 이튿날인 5월 11일 오  8시 자동차 아산

공장 장견학을 시작으로 Amkor Tech. Korea 김정

일 박사의 “Packaging Technology for Today and 

Future”에 한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6개 발표장에서 

14편의 청강연과 37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논문발표가 끝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장보고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 회 환 연회에서는 이번 국제학술

회를 후원하여  24개 후원사에게 감사패 수여가 있

었으며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

한 6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 상패를 수여하

다.

  특히 환 연회에서 학술 회의 성공 인 개최와 한

용 ‧ 합학회의 발 을 기원하는 박동환 공동 회장의 

환 사와 Gerald D. Uttrachi 미국용 학회장  

Ping Shan 국용 학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요 

참석자의 덕담과 아울러 건배 제안은 연회참석자 모두

에게 화기애애한 분 기를 한껏 고조시키기에 충분하

다. 한 연회 말미에 있었던 김 자 무용단의 통 민

속춤 공연은 국제 학술 회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우리

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5

년 후인 2012년에 다시 국제학술 회를 통해 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연회행사를 마무리 하 다.

  회 마지막 날인 5월12일 오 에 6개 발표장에서 2

편의 청강연과 43편의 논문발표를 끝으로 3일간의 

학술 발표 회를 성공 으로 마쳤다.

  이로써 5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3일간에 걸

쳐 COEX에서 열린 이번 IWJC-Korea 2007 국제 용

‧ 합학술 회는 15개 분야에서 구두발표 139편, 포

스터발표 76편 등 총 215편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국

제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Materials 

Science Forum Journal에 게재될 정이다. 

  우리학회가 주최한 2002년 첫 번째 국제 학술 회에

이어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두 번째 국제학술 회는 발

표논문과 참가자 등 많은 분야에서 목할 만한 성장을 

이 , 성공 인 국제학술 회가 되었으며, 국제학술 회

를 통하여 얻은 귀 한 학문  지식의 취득과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 나라의 용   합 기술을 한 단계 도약

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용 , 합 련 문가에게 우리

의 용 ‧ 합기술 수 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요한 계

기가 되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국제 학술 회의 효

과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발 시켜 나가, 국내의 용 , 

합 기술 수 을  세계 으로 알리는 동시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 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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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Paper Awards

  1)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Soli- 

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Inconel 

600/SUS347 Dissimilar Laser Weld Metal 

by In-situ Observation

     K. Shinozaki, M. Yamamoto, A. Kawasaki, 

T. Tamura, and P. Wen (Hiroshima Univ., 

Japan) 

  2) Laser Roll Welding of Dissimilar Metal Joint 

of Titanium to Low Carbon Steel

     Hitoshi Ozaki, Reiji Ichioka, Takashi Matsuura, 

and Muneharu Kutsuna (Nagoya Univ., 

Japan) 

  3) Development of Module to Predict the Welding 

Deformation of Large Steel Structures

     J. U. Park (Chosun Univ., Korea), M. S. Chun 

(Samsung Heavy Industry Co., Ltd., Korea), 

and H. G. Suk (Kangwon Nat'l Univ., Korea) 

▸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s

  1) A Study on Crack Propagation of Pipe under 

Thermo-Mechanical Fatigue Loading

     Gyubeom Lee, Jaeseong Kim, Boyoung 

Lee, and Jooho Choi (Hankook Aviation 

Univ., Korea) 

  2) Micromechanical Responses of Sn-3.5Ag-xCo 

Lead-free Solders by Nanoindentation

     Feng Gao, Hiroshi Nishikawa and Tadashi 

Takemoto (Osaka Univ., Japan) 

  3) The Study of Field Application of Digital 

Radiography Test for the Maintenance of 

Quality Welded Structure in Power Plants

     Sang-Ki Park, Yeon-Sik Ahn, Doo-Song 

Gil, Byung-Chul Park (KEPRI, Korea), and 

Myungsup Kim (IT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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