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대한산업공학회 /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일 시: 2019년 4월 10일(수) ~ 13일(토)
장 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사전등록 기간: 2019년 2월 27일(수) ~ 3월 25일(월) (3월 25일까지 입금 완료)
■ 사전등록접수처 : 바로가기
1. 학술대회 등록비
구분

회원구분

120,000

150,000

준회원/대학생회원

80,000

100,000

정회원/종신회원

120,000

150,000

학생회원(석사과정까지)

80,000

100,000

정회원/종신회원

120,000

150,000

학생회원

80,000

100,000

비회원 등록

220,000

250,000

동반가족 등록

80,000

100,000

한국경영과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옵션)

현장등록

정회원/종신회원
대한산업공학회

학술대회
등록비

사전등록

2.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3월 25일(월) 24:00시 까지

3. 사전등록 방법:
■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전등록 바로가기
(http://kiie.org/Conference/ConferenceRegistration.asp?AC=0&CODE=CC20181101&CpPa
ge=R#CONF)에서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사전등록 및 신청> 클릭하여 등록 신청 후
“납부페이지 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결제(연구비카드 결제 가능) 또는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010-01-0569-460)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와 학술대회
등록자가 다를 시에는 메모란에 기재바람)

■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회원
대한산업공학회 홈페이지 사전등록 바로가기
(http://kiie.org/Conference/ConferenceRegistration.asp?AC=0&CODE=CC20181101&CpPa
ge=R#CONF)에서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회원 사전등록 및 신청> 클릭
후 회원 구분 선택하여 등록 신청 후 “납부페이지 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결제(연구비카드 결제 가능) 또는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010-01-0569-460)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와 학술대회 등록자가 다를 시에는 메모란에 기재바람)

4. 주의사항
- 3개 학회 중 한 학회라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해당 학회 회원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속 학회의 연회비 미납이 없으셔야 회원
등록가로 등록이 되시며 연회비 미납이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연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등록비에는 프로그램북(브로슈어), 4월 11일(목) 중식 및 Reception, 4월
11일(금) 중식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록비 선택란에서 4월 11일(목) 중식, 리셉션, 4월 12일(금) 중식 중 희망하시는 모든
식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반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 시 동반가족 항목을 선택하여 함께 결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일(목) 중식 및 리셉션, 12일(금) 중식 제공)
- 참가비 납부 후, 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admin@kiie.org 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발급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시고, 온라인결제를 하신 회원 분들은 학회 당일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
리지 않을 예정이오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결제 하실 때 카드전표(영수증)
를 꼭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은 결제시에 온라인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학회 직인이 들어간 영수증
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학술대회 종료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 숙소 예약은 각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개별 예약하시면 됩니다.

5. 사전등록 문의처
대한산업공학회 사무국 Tel: 02-523-3095, E-mail: admin@kii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