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회비납부 안내 및 종신회비 할인제도 시행 안내 》
한국전자파학회 회원님께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회의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5,634개 학술지 중에서 교과부에
서 선정한 우수학술지 66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전자파 분야 최고의 학술지라
자부하고 있으며, 2001년 창간된 학회 영문 논문지 또한 2016년 SCOPUS 등재에 이어
2017년에는 ESCI, 2020년에는 드디어 SCIE에 등재 되었습니다. 또한 학회지인 “전자파
기술”은 더욱 빨리 다양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이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문투고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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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학회의 발전에도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학회 회원할인등록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연1회 납부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께는 무료
로 학회 발간 학술지 3종을 발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 kees@kiees.or.kr)

▶ 연회비 안내
· 정회원 : 60,000원
· 준회원 : 40,000원 (대학원생)
· 학부생회원 : 무료 (학부생) ※ 학술지 우편발송 신청시 연회비 30,000원

학회에서는 종신회원을 증대하고자 2020년부터 종신회비 할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할인제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회비 할인 (2021년) : 600,000원에서 1976년 이전 출생자 매년 7%씩 할인
1976년생

558,000

1970년생

306,000

1975년생

516,000

1969년생

264,000

1974년생

474,000

1968년생

222,000

1973년생

432,000

1967년생

180,000

1972년생

390,000

1966년생

138,000

1971년생

348,000

이후 최대 7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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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208-017491-04-010 한국전자파학회

- 우체국 : 012419-01-000095 한국전자파학회

- 학회 홈페이지 카드 결제 가능 : www.kiees.or.kr - 문의 : 02-337-9666 #4

<학술지 우편발송 신청 안내>
2016년부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학회지, 국문논문지, 영문
논문지(JEES))은 책자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분들께만 우편으로 발송되
고 있습니다.
본 학회 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JEES)는 open access 저널로서, 각 간
행물 홈페이지 (국문논문지: www.jkiees.org, JEES: www.jees.kr)에서 논문 검
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www.kiees.or.kr)에서 로그인하시면 온
라인으로 3종의 학술지를 모두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7년 2월 27일 ~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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