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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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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1/3)

학회 홈페이지 접속(www.kns.org) 후

① 상단의 “논문투고”> 학술발표회 논문투고/참가 클릭 또는

② 중앙에 학술발표회 바로가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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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1. 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2/3)

① 중앙에 사전등록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또는

② 좌측 학술발표회등록안내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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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1. 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 접속방법 (3/3)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① 학회 홈페이지 미가입자: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력

② 기존 가입자 중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이용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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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 방법 (1/3)

① (필수) 참가구분 선택

(논문제출자의 경우, 논문접수 번호 필수 입력 )

② (선택) 워크숍 참가시 선택

- 2개까지 선택 가능

- 실제로 참가하실 워크숍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이상 워크숍 신청시, 시간 확인 요망) 

③ Total Fee 확인

④ (선택) 중식 및 만찬 참가여부 선택

- 다중선택 가능

⑤ 결제방식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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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비> * 사전등록 기한: 6월 24일(수)까지

2. 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 방법 (2/3)

구분 기준
사전등록

(6월 24일(수)까지)
현장등록

(6월 25일(목)부터)

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80,000원 100,000원

평생회원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한 회원
140,000원 180,000원

정회원A
-2020년도 연회비 납부회원
-2020년에 가입한 신규회원

140,000원 180,000원

정회원B 2020년도 연회비 미납회원 190,000원 230,000원

비회원 - 190,000원 230,000원



2. 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 방법 (3/3)

등록정보 확인 후

①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신청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②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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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1/9)

<등록비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중 택일

(입금계좌명(받는 곳): 사단법인한국원자력)

<안내>

사전 등록 기간 중에만 온라인으로 등록비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장등록비 적용)

이에, 사전등록기간인 2020년 6월 24일(수)까지만 등록비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술발표회 등록비 납부 후에는 온라인에서 취소가 불가하오니, 학회(news@kns.org 또는 kns@kn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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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결제 방법-카드>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2/9)

<본 화면은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① ② ③

① 이용 약관 안내 동의 후 다음 클릭

② 카드사 선택, 결제 정보 받을 이메일 주소 확인, 구매 내역 동의 후 다음 클릭

③ 카드 결제



<등록비 결제 방법-계좌이체(국민은행 제외)>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3/9)

① ②

① 이용 약관 안내 동의 후 다음 클릭

② 은행 선택 및 출금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예금주 입력

(예금주는 등록자명으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결제 정보 받을 이메일 확인 및 구매 내역 동의 후 다음 클릭 11



<등록비 결제 방법-계좌이체(국민은행 제외)>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4/9)

③ 인증방법(보안카드 또는 OTP) 선택 및 일련번호 입력 후 다음 클릭

(보안 카드 화면) (OTP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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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비 결제 방법-계좌이체 (국민은행)>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5/9)

①

① 이용 약관 안내 동의 후 다음 클릭

② 국민은행 선택 및 구매내역 동의 후 다음 클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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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결제 방법-계좌이체 (국민은행)>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6/9)

③

③ 계좌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④ 구매내역 및 계좌정보 확인 후 결제하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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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이용 약관 안내 동의 후 다음 클릭

② 은행 선택 및 입금자명 입력 (입금자명은 등록자명으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결제정보 받을 이메일 확인 및 구매 내역 동의 후 다음 클릭

<등록비 결제 방법-가상계좌(무통장입금)>

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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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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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학술발표회등록확인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입금 정보(은행, 계좌번호 등) 확인 가능

입금기한 내에 해당 입금계좌로 입금 시 결제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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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춘계학술발표회 결제 방법 (9/9)

결제 완료 후 학술발표회등록확인페이지에서 결제완료 확인

결제 일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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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비 영수증 발행 방법- 카드 (1/2)

결제 창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카드 전표 (거래내역확인서)가

자동 발송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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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로 아래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news@kns.org

-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4. 2020 춘계학술발표회 등록비 영수증 발행 방법- 전자계산서 (2/2)

<전자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정보>

1.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필수) 학술발표회 등록자명 (회원 유형)

3. (필수) 계산서 받으실 이메일 주소

4. (선택) 청구/영수: 미선택의 경우, 청구로 발행됩니다.  

5. (선택) 전자계산서 발급 유형: 미선택의 경우, 총합으로 1장 발급됩니다. 

예) 학술발표회 등록비 및 워크숍 등록비를 1장으로 발급 또는 각각 발급

2인 이상 등록자가 있는 경우, 1장으로 발급 또는 각각 발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