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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1-1 / Notice 2011-1]

IIW IAB 제도에 기반을 둔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시행기관의 등록  

 Regist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Welding Personnel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IAB/IIW Scheme

  

대한용접접합학회가 2009년 6월 IIW IAB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회원으로 가입하고, Applicant ANB (Authorised National Body) 지위로 대한민국에서 IIW IAB의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를 시작함을 우리학회 공고 2009-1(우리학회지 2009년 8

월호) 및 공고 2010-1 (우리학회지 2010년 2월호)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2011년 2월 현재 Applicant ANB 지

위단계에 있는 대한용접접합학회는 IAB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기관 중 IIW IAB 제도

에 의거한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 등록 업무를 시행함을 본 공고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2011년도에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기관은 우리학회에 등록하기를 

안내합니다.

11 등록 대상 교육훈련 기관 

가. IIW IAB 인증제도를 수용하고, 대한민국 Authorised National Body (ANB)인 대한용접접합학회로 부터 

소정의 등록절차와 인증 절차를 받아 “Approved Training Body(ATB)”로 인증 받고자하는 용접기술인력 교

육훈련기관.

나. 대한용접접합학회가 대한민국에서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과정 인증 대상으로 IIW IAB에 제안한 Table 1에 제

시된 교육훈련과정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과정을 IIW IAB 인증 제도에 의거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다.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교육훈련생에게 대한용접접합학회의 검정을 수용하게 하여 합격자에게 IIW IAB가 인

증 발급하는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과정 이수증서(Diploma)”를 수여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

Table 1 이수과정별 진입조건 및 최소교육훈련시간

이수과정
최소 교육

훈련 시간
진입 조건 비  고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438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이상의 학력

포괄적 기술지식을 갖춘 

엔지니어

International Welding

Technologist (IWT)
340

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이상의 학력 
특정 기술지식을 갖춘 엔지니어

International Welding

Specialist (IWS)
227

3년제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기초적 기술지식을 갖춘 기능인

International Welding

Practitioner (IWP)
140 학력제한 없음 제조업 현장에서의 현장 기능인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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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 및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안내 

가. 가입단계 : 1) ATB (Approved Training Body) 가입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2) 입회비 및 년회비 납부

나. 인증단계 : 1) Quality Manual(상세 계획서) 제출

2) 인증비용 납부

3) 심사관의 Quality Manual 등 문서 검토 및 현장 실사 

4) 문서 및 현장 실사 결과 최종 검토 후 인증 취득 

33 문 의 처  
-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전화 042-828-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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