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방문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Clean 2017은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오신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Clean 2017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관계없이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필요한
기계 및 산업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목적
2년마다

열리는 Clean Show는 산업계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의 10,000 명 이상의 신중한 바이어들이 제품을 비교하고 향후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해 Clean Show를 찾고 있습니다.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직물 서비스 산업과
거래를 하는 분이시라면 Clean 2017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할 곳입니다.
또한 Clean Show는 쇼 계획 차원과 가격면에서도 참여하기에 제일 편리한 쇼입니다.
독창적이면서도 포괄적인 Exhibitor Package Plan은 자리 대여료에 모든 기본적인 전시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쇼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 드립니다.
참가 목적
Clean Show는
• 라이브

세탁, 드라이 클리닝 및 직물 서비스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시연: 여러분이 사업처에서 사용하시는 기계, 장비 그리고 모든 보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규모의 종합적인 전시입니다.
• 세계

수준의 교육: 유수한 업계 전문가 및 Clean Show 후원 협회측에서 제공하는

세미나에서 신기술 및 전략을 배우세요.
• 네트워킹: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업계 동업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입증된 전략을 얻어 가세요.
등록
• 등록비를

지불하면 전시홀 입장 및 모든 교육 기간 중 참여가 가능합니다.

• 등록

양식에 제공하시는 정보는 귀하의 등록 배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므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배지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시층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배지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숙소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의 시간을 즐기시고 최고의 가치를 얻어 가세요!

Clean Show는

쇼

참석자 및 출품자들을 위한 게스트 룸을 따로 마련해 둔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 중 몇몇
곳과 좋은 가격을 성사키겼습니다. 모든 본부 호텔에서 컨벤션 센터로 왕복하는 무료
셔틀 버스가 제공되며 모든 다른 Clean 2017 공식 호텔의 두 블럭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비자 정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닌 이상 미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입국을 위한 비자가 요구됩니다. 엑스포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제 참가자들은 미 국무부를
통해 방문객 비자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비자 서비스 팀에
문의하시거나 미 대사관 및 총영사관 웹사이트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visit/visitor.html을 방문하십시오.
해외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비자 뿐만 아니라 초대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장 신청은 2017년 2월 1일에 마감됩니다. 비자용 초대장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john@jriddl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생일



패스포트 번호



회사 이름



전체 우편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달리 말씀하시지 않을 경우 초대장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초대장의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초대장이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므로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을
양지하십시오. 주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
결정권은 전적으로 지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게 있습니다. Clean Show 관리팀은 실제
비자 수속 처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