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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SSA Korea 회원 가입서 

회사명(한글/영문):

회원 가입 관련 담당자 

Mr. Mrs. Ms.성명  (한 /영 ): 

직함: (하나를 고르세요.) 
대표 / 파트너  CEO 부대표 / 관리자 책임 경영자 

이메일:  

주 연락 담당자 

Mr. Mrs. Ms.성명  (한 /영 ) : 

직함:  이메일: 

참고: ISSA로부터 정보를 받을 사람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배송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웹사이트: 

회사 이메일* 

*이메일은 ISSA 회원 명부서에 사용됩니다.

회원 가입을 추천해준 사람 성명: 회사: 

ISSA 회원 가입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연락처 
온라인에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의 접속 권한을 주고 싶은 직원들을 적으세요. 

박람회 담당자 성명: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교육 /훈련 담당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업 마케팅 담당자 성명: 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 

기준/인증 담당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issakorea.com/


ISSA Korea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 3차 6층 617호 

전화번호:070-4699-ISSA (4772) • 팩스번호: 0505-299-ISSA (4772) • brantlee@issa.com • 

회원 구분(하나만 고르세요.) 

관련 업계 회원사는 다른 회원사에게 (유통사, 제조사, 도매상, 용역사, 직영업체) 특정 서비스를 제공, 대량 구매 및/또는 판매, 

또는 협회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제조사에게 다양한 부품을 만들어 제조사가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들도 

포함 됩니다. 

ISSA회원 가입을 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하세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장비, 재료, 소모품 등)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간행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사 회원은 청결 산업 전반의 청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사 회원은 제품들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국제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도 제조사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도매상 회원은 여러 제조 업체에서 구매 한 청소 및 유지 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용역사 회원은(BSC: Building Service Contractor) 사무실을 소유하며 청소 및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직영 업체 (ISP: In-house Service Provider) 회원은 회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청소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명 (ISSA 회원 명부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회사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에는 판매되는 제품의 제조 업체의 이름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유통업체 / 도매업체 

다음 중 회사를 중요하게 소개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청소 및 위생 용품 음식 서비스 공구 산업 용품 종이 

사무용품 의료용품 안전장비 기타(설명하세요.) 

브랜드 이름 (제조사 업체만) 본사의 브랜드 이름과 제품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5단어 이하). 만약 아래 공간이 부족하면 컴퓨터로 

추가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해서 첨부하십시오. 

브랜드 명: 

설명: 

브랜드 명: 

설명: 

브랜드 명: 

설명: 

거래 실적 (거래 실적 중 2개의회사 이름, 주소 및 담당자를 적으십시오.) 

1. 

2.

http://www.iss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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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시작 날짜: 1월 1일, 2020년 만료일자: 12월 31일, 2020년 

1년 회비: ￦854,000 (VAT 별도) 

ISSA의 회원 가입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가입한 첫해 회원사의 재가입일은 1월 1일이며 다음연도 회비 

청구 시 3월 달에 미리 지급된 2달치 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회비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회원사 취소는 매년 

10월 31일전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이체: 

예금주: ㈜아이에스에스에이코리아   |   계좌번호: (KEB 하나은행) 768-910028-69304 

상기 정보와 동의를 제공함으로써 ISSA 회원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팩스, 전화 및 우편을 통해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한 ISSA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이용 약관의 동의합니다 (www.issa.com/privacy-notice.html). 

윤리강령: 윤리 강령에 대한 모든 내용과 계약서를 온라인(www.issa.com/code)과 설명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직(신청자)은 ISSA 회원유지 자격조건으로 모든 내용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된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서명 날짜 

ISSA Korea 전용: 지불 금액￦ 날짜 승인번호 

http://www.issakorea.com/
http://(www.issa.com/privacy-notice.html).


ISSA 회원사제품 /서비스분류표 (서비스/제조사/협회/출판사)

해당되는 란에 모두표시해 주세요 (최대 20개)

연마제 

수용성,지용성흡착분말제 

다공성 천장 타일 장비와 세제 

접착제

에어로졸 

에어 덕트 크리닝 장비 

외부 낙서 제거 용품

정전기 방지 약품 

재떨이 

협회 / 단체 

오토 스크럽 장비 

디테일 세차 전문가 

소독제와 효소 약품 

박스 제조 

Barcode 제작 
베이스보드 크리닝 장비와 부자재 

배터리&충전기

침대 용품 (린넨외) 

조류 (유해동물)퇴치제 

블로우어 (Blower) 

빗자루 

브러쉬 

버킷 

고속 광택기 

통합구매 

초 (향초 등) 

카펫 섬유 발수제 

카펫 관리 세제 –브랜드  

익스트렉션 장비 액세서리 (완드 외) 

카펫 건조 장비 

카펫 복원과 형질변경 

카펫 장비

카펫 로터리 장비와 액세서리 

카펫 오점 제거 장비

카펫 스위퍼 – 전기 

카펫 스위퍼– 수동 

카트 – 병원,호텔 메이드 

카트–폐기물 

카달로그 제작 

화이트 보드크리너 

청소 약품 희석기 

청소 약품 원료 공급 

청소약품 – 친환경 

청소약품 –브랜드 명 

청소 서비스

표면 걸레 – 극세사 

표면 걸레 – 일회용 

염색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콘크리트 바닥 코팅제 

컨설팅 – 광고 

컨설팅 – 파이넨셜 

컨설팅 – 마케팅 

오염 방지 제품 

기름때 제거제

제습기 

방취제 

소독 / 살균제– 브랜드 명 

소독 / 살균제– 원료 공급 

용기 – 화장지,물비누,페이퍼타올 

배수관 청소 약품 

배수관 관리 장비 

대형 용기 (Drums) 

쓰레받기 

먼지떨이

일회용 먼지 제거 

부직포 

전기연장선 

전기 모터 

전기 점검 장비 

응급 대응 서비스 

장비 수리

에스칼레이터 청소 장비

여성용 제품 

필터 

금융 서비스 

소화기 

화재 현장 관리 제품 

왁스 맙 

왁스 –브랜드 명 

바닥 장비 브러쉬 

바닥 장비 모터

바닥 장비 

페드 홀더 

바닥 패드

바닥 패드 – 원료 공급 

바닥 씰 – 브랜드 명 

식품 가공 

식품 관련 장비와 물품 

방향제

장갑 

껌 제거제 

손 건조기 

손 소독제 

호스 – 모든 종류 

인적 자원 

제설 제품 

실내 먼지 제어 장비

패스트 컨트롤 약품과 장비 설

치 서비스 (컴퓨터, 통신외) 보험 

라벨제조 

사다리 

세탁 세제 

세탁 장비 

정원 관리 약품 

정원 관리 장비 

장비 임대 

전구

외곽 진공 청소기 

락커 / 창고 관리 

호텔용 어멘니티 

윤활유와 오일 

잡지사 

자석 

이동 장비 (지게차, 핸카) 

매트 시스템 

극세사 제품

이동식 청소 장비 

바닥 걸레 

더스트 맙 

냄새 제어제 

냄새  제어 장비

포장 장비 

포장 관련 부자재 

페인트 &페인트 제품 

식료품 공급과 관련 부자재 종

이 제품– 사무실 (복사지) 종이

제품– 페이퍼타올과 화장지 도
로 수리 

인력 공급 회사 (파견) 

비닐 봉지 

플라스틱 용기 

광택제 – 가구 

광택제 – 금속 

광택제 – 플라스틱쓰레기 

봉투 

수질 관리 약품 

수질 관리 장비 (자동 약품 공급) 

고압 분사 펌프 

고압 분사 약품 

고압 분사기 

판촉물 

구매 대행 서비스 

폐기물 재활

장비 수리 

화장실 청소 장비 

화장실 설비 부품 

로보트 청소 장비 

지붕 관리 용품 

특수작업복 

안전보호구 (장비,표지판 외) 

안전화 

영업대행 

연마 스틱 

스크레이퍼 

솔루션 탱크 

외곽용 재떨이 

비누 

소프트웨어 

연마 스펀지 

대형 분무기 탱크미립자 

스프레이 

스퀴지 – 바닥 

스퀴지 – 창문 

스팀 청소 세제 

스팀 청소 장비 

천연석 복원 재료와 약품 

아스팔트 연마기 

계면 활성제 

스위퍼– 전기,가스,휘발유 

스위핑 컴파운드 

기술 연구 대행 

통신 서비스 

양변기 씨트 커버와 용기 

화장실 설계 

교육 프로그램 판매 (교육 관련 부자재) 

유니폼 

천으로 된 가구 청소 장비와 액세서리 

진공 청소기 부속 

진공 청소기 모타 

진공 청소기 

도로 청소차 재작 

블라인드 청소 장비와 약품 

벽 청소 장비 

주방 세제 

주방 자동 세척기 

폐기물 분리 쓰레기통 

자동 분사 수압 브러쉬 

창문청소 액세서리 

와이퍼 

원목 복원제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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