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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현) 한국화재소방학회 국제이사
- <최근 논문발표>
- 2018 추계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학 회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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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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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FORUM for Advanced Fire Education / Research in Asia
제5회 FORUM for Advanced Fire Education / Research in Asia

-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 연구이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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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a semi-global reaction mechanism for thermal
decomposition of a polymer containing reactive flam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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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Ding, K. Kwon, S. I. Stoliarov, R. H. Kraemer)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vol 37, 2018

- “Flash point of n-Decanol”, (K. Kwon, D. Lee, Y. Iwata and H. Koseki)
Journal of Loss Prevention, Vol 21, No 4, pp. 478-48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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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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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012. 9
2006.11
2003.11
2016. 3
2016. 3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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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I (미국화재폭발조사관, 미국 NFAI)
CFII (미국화재조사교육관, 미국 NFAI)
소방감리특급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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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
현재와 과거-보수와 혁신의 Golden Chain을 이어가겠습니다.
by Lord Randolph Churchill

미래의 17대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의 주인인 여러분과 함께 2년간 학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선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회의 학문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선배와 후배,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각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분과위원회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젊은 산업의 역군과 학계의 과학자들이 편한 접근으로 학회의 실질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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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크고 넓은 지구에서 우주로,
인간의 선함과 소중함으로 바탕으로,
온누리에,
화재소방의 학문과 소방산업의 역량이 미치어,
사고에서 안전한 우리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엔드리스한,
엔지니어의 거침없는 노력과 정신을 기반으로,

따뜻한 한국화재소방학회를 만들어 갑시다!!!

넷째, 국제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학회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대학, 학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미래 소방의 트랜드를 연구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회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영문 학회지 발간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지의 해외인지도 향상 및 국제 학회지로의 도약을
위하여 영문 학회지를 년 1회 이상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공약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를 자산으로 성숙한 학회로 자림을
매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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