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회비 할인 및 학생회원 무료 안내 》
한국전자파학회 회원님께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회의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5,634개 학술지 중에서 교과부에서 선정한
우수학술지 66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전자파 분야 최고의 학술지라 자부하고 있으며, 2001년
창간된 학회 영문 논문지 또한 2016년 SCOPUS 등재에 이어 2017년에는 ESCI 에 등재되어 조만
간 SCIE 등재를 목표로 적극 노력 중입니다. 또한 학회지인 “전자파기술”은 더욱 빨리 다양한 기술
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문투고와 지속
적인 참여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
학회 활동 영역과 사업이 나날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는
모든 학회 사업을 순조로이 진행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회원 수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
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학회의 발전에도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학회에서는 유효 회원 수를 증대하고자 한시적으로 종신회비 할인과, 3년 연회비를 일시 납부할
경우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학생의 활발한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회원 연회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할인제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회비 일시 납부 할인
1. 시행기간 : 2018년 4월 1일부터 ~ 7월 30일까지
2. 내

용 : 정회원 180,000원-> 150,000원 (30,000원 할인)
준회원 120,000원-> 100,000원 (20,000원 할인)

▶ 종신회비 할인
1. 시행기간 : 2018년 4월 1일부터 ~ 7월 30일까지
2. 내

용 : - 종신회비 6만원 할인
2018년 종신회비

할인적용 된 종신회비

600,000원

540,000원

- 2016년과 2017년에 기납부한 연회비 차감 적용
(예)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연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540,000원 - 60,000원 - 60,000원 = 납부금액 420,000원

▶ 학생회원 연회비 무료 정책
본 학회 활동을 희망하는 학부학생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iees.or.kr)에서 학생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원으로 가입되면 홈페이지 내의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가능하
며, 별도의 구독료 없이 논문지 (연 12회)와 학회지(연 6회), 영문지(연 4회)를 모두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기간행물의 인쇄본을 구독하려면 별도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독료: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