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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회 제2021-289호
시행일자 : 2021. 9. 17. 
수    신 : 전회원
제    목 : 한국원자력학회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 행사 개최 알림 
          및 등록 안내

    1.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on-off으로 
      병행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온라인 참가 등록은 행사 기간 중에도 결제가 가능하나, 행사일 이전에 등록하시어 
      총 3일간의 학술발표회 기간 동안 여유 있게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논문발표자는 필히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행사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등록비 완료 후 ‘온라인학술발표회 전용 페이지’에 접속 
      가능함)

    5. 10월 20일(수) 워크숍 참가자는 “학술발표회 등록비 필수 납부”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제255차 이사회, 21.09.10) 하였으니, 등록시 “학술발표회와 워크숍을 함께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학술발표회 등록비는 워크숍 참가비가 미포함된 가격으로 워크숍  
      참가비가 있는 워크숍의 경우 별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워크숍 참가가 가능합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

      나. 행사기간 및 형태 : 2021년 10월 20일(수) ~ 10월 22일(금)
날짜 구분 형태

20일(수)
제54회 정기총회 10:30~12:00 on-off 병행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각 회의장별로 
인원제한하여 참석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생중계)
워크숍 14:00~18:00

21일(목)

학술발표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09:00~16:00 on-line

(구두 : zoom live /포스터 : 발표자료 스트리밍)
특별세션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의 
전망과 과제)

16:30~18:00 on-line

22일(금) 학술발표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09:00~12:20 on-line

(구두 : zoom live /포스터 : 발표자료 스트리밍)



       다. 학술발표회 등록비 : on-off 참가 모두 동일하게 온라인 학술발표회 등록비로
           적용되며, 10월 20일(수) 점심식사는 코로나19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회원B)
      2021년도 정회원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으로 2021년도 연회비 납부 시 정회원 A로          
      전환됩니다. (종전처럼 학술발표회 등록비와 연회비는 별도로 운영되오니 양지 바랍니다.)

        라. 등록기간 :  
            (1) 현장 참가 등록 : 9월 17일(금) ~ 10월 8일(금) (워크숍 포함)

            (2) 온라인 참가 등록 : 9월 17일(금) ~ 10월 22일(금) 
               (행사일 이전에 등록하여 총 3일간 여유롭게 참여하실 것을 권장)

        마. 등록비 환불기한 : 10월 22일(금)까지

        바. 등록비 납부방법 : 
          1) 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www.kns.org)에 로그인 후 등록 신청 → 
            신용카드(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방문),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2) 학술발표회 등록 바로 가기: 
              https://www.kns.org/users/login/pages/registration 
 
<첨부> 
1. 학술발표회 등록 및 결제 방법 매뉴얼 1부.
2. 워크숍 계획(안)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장 

구분 기준 등록비

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64,000원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인 회원 면제

평생회원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한 회원
120,000원

정회원A 2021년도 연회비 납부 회원
2021년에 가입한 신규회원

정회원B 2021년도 연회비 미납회원 160,000원

비회원 - 1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