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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회원 귀하

제

목: KSN 2020 FULLY VIRTUAL MEETING (2020년도 대한신장학회 제40차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KSN 2020 FULLY VIRTUAL MEETING (2020년도 대한신장학회 제40차 온라인
국제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 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2020년 9월 25일(금) ~ 27일(일)/ 3일간

․ 일

정: ** 별첨(KSN 2020 Program at a glance)

1) 사전등록 안내
① 등록방법: 사전등록 홈페이지(http://www.ksnmeeting.kr/)를 통한
온라인 등록만 진행됩니다.
② 등록기간: 2020년 9월 17일(목)까지
(마감이후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③ 등 록 비 (http://www.ksnmeeting.kr/04_registration/s42.html#ForKorean)
등록

사전

KSN Member

KRW 50,000

Non-member

KRW 75,000

Fellow-in-training, Resident, Trainee, Student,
Nurse, etc.

KRW 25,000

Student
(학생부만 해당, 대학원생은 해당사항 없음.)

Waived

Member of Relat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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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N member
- 대한신장학회 연회비를 2020년도분까지 완납한 회원. 연회비 미납 회원은
Non-member에 해당.
- 2020년 7월 31일 이전 신장학회 회원가입 신청(8월 이사회 승인) 회원에
한하여 ‘KSN member‘로 사전등록 가능.
- 만 65세 이상의 KSN member는 등록비 무료.
• 신장학회 회원 중 전임의 과정(2020년 9월 기준)에 계신 분은 연차에 관계없이
“Fellow-in-training”으로 등록.
(학술대회 참석 시 전임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9월
17일(목)까지 사무국 (reg@ksnmeeting.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udent(학부생) 등록: 9월 17일(목)까지 사무국 (reg@ksnmeeting.kr)으로
학생증 제출까지 해주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Member of Related Society
: Joint Symposium 진행 연관학회 회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내분비학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임상약학회)
④ 등록비 결제
- 신용카드 또는 은행 송금(하나은행, 147-131395-00704 (예금주-대한신장학회)
- 등록비 입금시 송금인은 반드시 등록자 본인 성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등록 취소 및 환불 규정
- 2020년 9월 17일(목) 이전 취소시 100% 환불
- 2020년 9월 18일(금)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등록 취소 및 환불 기간 이후에는 취소, 환불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SN

2020

준비사무국(Tel.

02)6207-8172/

E.mail:

office@ksnmeeting.kr)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신장학회

회 장 이 종 수
이사장 양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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