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electUSA Investment Summit
June 1-3 — Washington Hilton, Washington DC

FAQs
등록
www.selectusasummit.us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
•

•
•

모든 취소 요청은 SelectUSA@experient-inc.com 으로 이메일로 요청해야 합니다.
4 월 24 일 (금) 까지 접수된 취소요청건은 행정비용 $125 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24 일(금) 이후 접수된 취소요청건에 대해서는 환불 적용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환불은
취소요청이 접수된 후 2 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수표 환불은 행사가 종료된 후 4 주 이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된 경우 행정비용 $125 차감이 적용됩니다.
참석자 변경신청은 5 월 15 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참자는 기존 신청자와 동일한 조직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자는 SelectUSA 본부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친 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호텔 예약
행사 호텔은 Washington Hilton 호텔입니다.
Washington Hilton
1919 Connecticut Ave. NW
Washington, D.C. 20009
호텔룸은 SelectUSA 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호텔룸은 행사에 등록한 참석자, 스폰서, 전시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호텔 특별요금은 1 박당 $256 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 요금은 모든 룸 예약이 마감되거나
또는 5 월 11 일 11:59pm 까지 적용됩니다.
•
•
•

1 단계: Investment Summit 에 등록하십시오.
승인된 참석자만 SelectUSA 가 미리 잡아놓은 호텔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행사 승인 이메일 접수
승인된 행사 참석자들은 호텔예약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3 단계: 호텔룸 예약
호텔룸 예약은 SelectUSA Investment Summit 등록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록승인
이메일에 호텔예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단계: 확인
호텔룸이 예약되면 투숙객은 4 자리의 숫자(예: 1234)를 Experient 에서 보내온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Washington Hotel 의 예약번호는 아닙니다. 등록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Investment Summit 고객서비스 팀에게 4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최종 호텔확인 이메일은 5 월 20 일에서 5 월 30 일까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보내집니다. 만약
호텔예약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스팸메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힐튼리워드
힐튼호텔 리워드 숫자를 예약하실때 기입하시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Check-in: 4:00 pm EDT
• Check-out: 11:00 am EDT
Express Checkout 이 가능합니다.
호텔 문의 및 변경요청
SelectUSA@experient-inc.com
(800) 424-5294 (United States)
+1 (847) 996-5829 (International)

호텔 취소
•
•
•

45 일전 (4 월 17 일) 취소인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4 일 (4 월 18 일) 이후 발생되는 취소요청건에는 1 박의 숙박비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숙객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동일한 조직에서 참석하는 분에 한합니다.

비자
•
•
•

미 국무부 영사과 웹사이트 U.S. Department of State's Consular Affairs
미국대사관/영사과 웹사이트 U.S. Embassies and Consulates
무비자협정국은 전자여권을 이용하여 미국입국 관련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스핀오프 (Spinoff) 이벤트
스핀오프 이벤트는 SelecUSA Summit 전/후로 워싱턴 DC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 SelectUSA Summit 에 참석하는 비즈니스 참관단은 미국출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스핀오프 행사의
참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미국 전역의 주/시/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에 촛점을 둡니다.
스핀오프 행사는 귀사의 비즈니스 성장전략을 위한 다음 단계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핀오프 행사: https://www.selectusasummit.us/Programming/Spinoff-Events

통역
Investment Summit 에 통역이 제공됩니까?
네. International Ballroom 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션은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루투갈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동시통역 됩니다. SelectUSA 아카데미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회의가 생겼을 경우 통역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SelectUSA 는 본회의 세션외에는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원봉사자과
행사요원이 있습니다. 매치메이킹 회의장소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안내데스크에 있는 매치매이킹 담당 직원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또는 담당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전담 통역사를 동반해도 될까요?
네. 통역사와 함께 참석하셔도 됩니다. 통역사를 동반하는 참석자는 통역사의 등록비 및 여행관련 경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행사장 출입증
행사 출입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입증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안내데스크에 행사등록 확인 이메일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또는 태블릿 장치에서 디지탈
확인증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INVESTMENT SUMMIT 행사 전에 출입증에 표기되는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입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온라인 등록시 제출하신 정보와 일치합니다. 성함에 대문자를 입력하셨다면 출입증에
대문자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출입증에 출력되는 등록자 정보는 등록확인 이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증에 기재되는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등록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Edit Badge Responses”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출입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사 출입증 분실시에는 Investment Summit 등록데스크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행사 관련 직원은
분실된 출입증이 등록데스크에 돌아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실된 출입증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데스크에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보안상의 이유로 참석자 본인이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새로 재발급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Summit 행사장 출입을 위해 출입증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등록비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컨티넨탈 조식/점심/휴식시간의 음료 등이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Washington Hotel 및 주변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등록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SUMMIT 에 등록하지 않은 참석자가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Summit 참석자가 아닌 분들은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Investment Summit 행사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행사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과의 식사모임을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음식 제한이 있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특별한 음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등록 시 음식제한 및 특별음식을 요청하신 경우, 조식과 점심이 제공될 때 연회장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관련 티켓을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요청하신 음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등록시 요청하신 경우가 아닌,
현장에서 특별식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치메이킹
매치메이킹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매치메이킹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전에 조율된 일대일미팅을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온라인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조율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호텔 로비
그리고 전시홀에서 미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체메이킹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0 년 봄에 제공됩니다.

매치메이킹 플랫폼을 어디에서 접속할 수 있나요?
매치메이킹 플랫폼은 2020 년 봄에 열립니다. 참석인 승인된 참석자들은 이 플랫폼에 접속할 있으며 시스템이
열리는 즉시 관련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기술관련 질문
Investment Summit 참석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을까요?
네. 무료로 무선인터넷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석자들께서는 대용량 파일의
다운로드 및 비디오 스트리밍 사용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호텔 로비에서 무료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edEx 가 Terrace level, 헬스클럽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이용시간
• 24 시간 인터넷 접속
• 호텔 룸키를 사용하여 24 시간 복사, 출력, 팩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행사 안내
분실물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실물은 Investment Summit 등록데스크와 안내데스크에 보관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찾아가지 않은 물품들은
Washington Hotel 보안부서로 이전됩니다.
행사복장
참석자들은 BUSINESS ATTIRE 및 그에 상응한 복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흡연구역
Washington Hotel 는 금연 건물입니다. 지정된 흡연장소는 Terrace Level 출입문 근처와 호텔 진입로 근처에
있습니다.

호텔 층별 안내
호텔 층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Ballroom Level
• Concourse Foyer – 미국 정부기관 파빌리온
• International Ballroom – 본회의장 (Plenary Sessions)
• Georgetown, Lincoln, Jefferson – 투자 아카데미 세션 (Investment Academy Session)
• Monroe- 언론
Lobby Level
• Tent Area in Courtyard – 매치메이킹
• Heights Meeting Space - 투자 아카데미 세션 (Investment Academy Session)
Terrace Level
• Columbia Ballroom – 전시홀
• International Terrace – 전시홀

교통안내
OFFSTIE 행사를 위한 버스를 어디에서 탑승할 수 있나요?
탑승 및 하차 장소는 Washington Hilton T Street NW 출입구 근처 (Terrace Level)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셔틀
SuperShuttle 을 든 공항과 Union Station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serve Now”를 클릭하거나 1-800258-3826 유선상으로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요금: 공항과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하면 교통 옵션 및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 특별한 예약요청이 있으시며 1-800 BLUE VAN (800-258-3826)으로 전화주십시오.
24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에는 $3 의 예약비가 발생합니다.
위치확인: www.supershuttle.com/locations 을 참고해 주십시오.
암트랙(AMTRAK)
암트랙은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싱턴 시내에 위치한 역사적인 유니온역 (Union Sation)은 행사장인 Washington Hilton 까지 약 4.8km 떨어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암트랙역은 호텔에서 16km 운전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처 메트로역
Red 라인의 Dupont Circle 역이 행사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메트로역입니다. Q Street 에 있는 북쪽 출구로
나오셔서 Connecticut Avenue NW 길을 따라 4 블록정도 걸으면 1919 Connecticut Ave. NW 에 위치한
Washington Hilton 에 도착합니다.
자동차 렌탈
자동차 렌탈은 공항과 유니온 역에서 가능합니다. 공항 및 역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Hertz 렌탈은 워싱턴힐튼 호텔에 있습니다.
Washington Hilton 주차
• 셀프주차: $52 (1 일+세금)
• 발렛주차: $62 (1 일+세금)
택시 하차장소는 어디인가요?
Washington Hilton 호텔 정문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호텔주소는 1919 Connecticut Ave. NW 입니다.
택시 또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워싱턴힐튼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택시와 공유차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크타임 이용시 대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lobby-level 입구에서 탑승 가능합니다.

미디어
행사장에 미디어가 있습니까?
네. SelecUSA Investment Summit 을 취재하는 미디어가 행사장에서 활동합니다.
제 회사/기관을 소개하는 언론취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SelectUSA Summit 등록 시 미디어 취재 부분에 동의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취재에
동의하신다고 답하시면 Summit 을 취재하는 미디어사와 귀하의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또한 행사장에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press room 이 있습니다.
언론과의 대화를 원치 않을시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USA Summit 기간 중 언론인과의 대화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행사기간중 언론 인터뷰를 어디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Investment Summit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귀사가 원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