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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회 제2021-104호
시행일자 : 2021. 4. 12. 
수    신 : 전회원
참    조 : 
제    목 : 한국원자력학회 2021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행사 개최 알림 및 등록 안내

     1.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1춘계학술발표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등록비는 지난해 춘/추계 학술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현장개최 사전등록비
의 50%로 적용하였는데, 온라인 전환에 따라 등록인수가 예년 현장개최 대비 약 500명(1
회 기준) 감소하면서 학술발표회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학회의 전반적인 예산에도 영향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학회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개최 사전등록비
의 80%’로 책정하였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넒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4. 이번 춘계학술발표회는 참가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전 온라인 학술발표회의 접근
성 불편 문제를 고려하여 발표방법을 실시간 ZOOM을 유튜브로 동시 송출하는 것으로 진행
할 계획이며, 등록비를 납부한 분들에 한해 “온라인 학술발표회 전용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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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워크숍은 별도의 추가 참가비 없이 학술발표회 등록비를 납부하시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한국원자력학회 2021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나. 행 사 일 : 2021년 5월 12일(수) ~ 5월 14일(금)



       다. 학술발표회 등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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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등록기간 :  4월 12일(월) ~ 5월 14일(금)까지
            (행사일 이전에 등록하여 총 3일간 여유롭게 참여하실 것을 권장함)

       마. 등록비 환불기한 : 5월 14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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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회 등록 및 결제 방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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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