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23 SEPTEMBER · BERLIN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Transport Technology

전문 방문객 팜플렛

200 years hosting the world

Korean

InnoTrans 2022

전시 범위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곳

전체 모빌리티 세계

InnoTrans 2022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200,000 평방미터의 면적위에서 펼쳐지는 국제 모빌리티

모든 면모를 보여줍니다. 개별 부품기업부터 선도적인 서비스

산업의 대표 이벤트를 경험해 보세요. 야외 선로 실차전시장과

그리고 혁신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은 내일의

주행코스를 포함하고 있는 버스 전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솔루션을 소개하는 쇼케이스입니다.

5개 전시 분야, 42개 홀, 1개 주제: InnoTrans는 모빌리티의

공개되는 신제품 및 혁신제품을 발견해 보세요.
모빌리티의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RAILWAY TECHNOLOGY

TUNNEL CONSTRUCTION

• 여
 객 및 화물 수송용

• 터
 널공사용 기계와 기술

철도차량
• 부
 품 및 어셈블리(엔진,

• 건설기계, 부품 및 부속품
• 안전 기술과 마감공사

에너지/전기 기술, 클러치,

• 커뮤니케이션과 유지보수

브레이크 등)

• 서비스와 컨설팅

• 차
 량 정비 서비스

• 기타

• 기
 타
RAILWAY INFRASTRUCTURE

PUBLIC TRANSPORT

• 철
 도 시공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

• 신
 호 및 제어 기술

• 교통 관리 및 데이터 처리

• 건
 축 설계 및 감리

• 운임 관리 및 승객 정보

• 가
 공전차선 장비
• 기
 타
INTERIORS

전시업체 수 2018

독일 1,152
해외 1,910
전체 3,062
60개 국가

시스템
• 역무 시설
• 서비스와 컨설팅
• Mobility+

• 차
 량 장비와 설비 확장

• 버스, 충전 인프라 시스템

• 조
 명과 유리공사

• 기타

• 냉
 난방시설
• 안
 전
• T ravel Catering &
Comfort Services
• 기
 타

Outdoor Display / Bus Display

목표 그룹

전 세계에서 유일!

인적 네트워크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

귀하의 올해 가장 중요한 출장!

3,500 미터이상의 선로를 가진 InnoTrans 야외 실차전시는 전

세계 선두 박람회로서 InnoTrans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버스 전시 섹션에서는 혁신적인

합작 회사 그리고 중요한 인사들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을

충전인프라 시스템과 더불어 운행중인 최신식의 전기버스들을

제공합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참가업체와 방문객

볼 수 있습니다.

수는 모빌리티 분야가 글로벌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 방문객 수

2018 야외전시장 / 버스전시장 전시현황

2014
133.595

2016
137.391

145
철도 차량

전문가 회담

10
전기 버스

Bus Display

500 m 포함

Demonstration Course

•
•
•
•
•
•
•
•
•
•
•

공
 공 및 민간 수송회사 및 운영사
과
 학, 연구 및 개발분야
철
 도기술 제조사 및 공급자
전
 문협회 및 기관
시
 공업체
엔
 지니어링, 지질학자, 광업 분야 전문가
행
 정 및 공공기관, 정부 부처
컨
 설턴트
해
 운업
미
 디어
기
 타

2018
153.421

InnoTrans Convention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대화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InnoTrans에서는 업계
전문가와 의사결정권자들이 높은 수준의 패널토의와
전문가 포럼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DIALOG FORUM > DVF, UNIFE, VDB, ZVEI
InnoTrans 컨벤션의 핵심인 고위급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RAIL LEADERS’ SUMMIT > BMDV, DB,
MESSE BERLIN
교통부 장관들과 글로벌 교통기업 대표들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INTERNATIONAL DESIGN FORUM > IDZ
공공수송 분야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공동혁신

INTERNATIONAL TUNNEL FORUM > STUVA
터널업계의 국제적인 연사들

PUBLIC TRANSPORT FORUM > ETC, PBV
공공대중교통분야 최신 발전과 트랜드

DB INNOVATION FORUM > DB
도이치반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혁신 포럼

INTERNATIONAL BUS FORUM > DVF
이모빌리티에 맞춰진 초점

현장생중계 그리고 이후 녹화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InnoTrans Convention

신규!

InnoTrans Convention

20.

RAIL LEADERS‘ SUMMIT

+PALAIS.BERLIN, 16:00 – 18:00

09.2022

09.202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철도 - 선구적인 교통
담당자:
Claudia Schubert (DB)
international.affairs@deutschebahn.com

21.
09.2022

진행 언어:
DE / EN

22.

전문방문객:
초대 받은 손님

DIALOG FORUM

진행 언어:
DE / EN

담당자:
Jessica Göllner (DB)
jessica.goellner@deutschebahn.com

담당자:
Ake Rudolf (IDZ)
innotrans@idz.de

담당자:
Karen Baumgarten (ZVEI)
Karen.Baumgarten@zvei.org

진행 언어:
DE / EN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진행 언어:
DE / EN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PALAIS.BERLIN, 14:00 – 16:00

진행 언어:
DE / EN

INTERNATIONAL TUNNEL FORUM

CITYCUBE BERLIN, 3 층, M8, 14:00 – 16:00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CITYCUBE BERLIN, 3 층, M8, 14:00 – 16:00

터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BIM

가동중인 터널 리뉴얼
진행 언어:
DE / EN

담당자:
Stefanie Posch (STUVA)
s.posch@stuva.de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DIALOG FORUM

진행 언어:
DE / EN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HUB27, BETA 8–9, 14:00 – 16:00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담당자:
Jens Weisheit (DVF)
weisheit@verkehrsforum.de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DIALOG FORUM

+PALAIS.BERLIN, 10:00 – 12:00

23.
09.2022

ERTMS (유럽 수송관리 및 열차제어 시스템) –
디지털 그리고 철도 자율주행을 향한 여정에 필요한 요소
진행 언어:
DE / EN

진행 언어:
DE / EN

INTERNATIONAL BUS FORUM

+PALAIS.BERLIN, 14:00 – 16:00

미래 자동화 – 높은 수준의 독일 철도 교통

담당자:
Jonathan Cutuli (UNIFE)
Jonathan.cutuli@unife.org

CITYCUBE BERLIN, 3 층, M1–3, 10:00 – 15:00

DIALOG FORUM

CITYCUBE BERLIN, 3 층, M1–3, 10:00 – 13:30

모빌리티에서의 5G

INTERNATIONAL TUNNEL FORUM

09.2022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기후를 위해. 사람을 위해. 경제를 위해. 유럽을 위해.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승객 경험부터 커넥티드 차량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공동혁신

담당자:
Jens Weisheit (DVF)
weisheit@verkehrsforum.de

진행 언어:
DE / EN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해지고 디지털화된 철도

INTERNATIONAL DESIGN FORUM

22.

성공적인 수송 시간을 위한 혁신전략 - 비전과 현실사이의 모빌리티 시장

DB INNOVATION FORUM

+PALAIS.BERLIN, 10:00 – 12:00

지능적인 기후 대책의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혁신 경로

담당자:
Stefanie Posch (STUVA)
s.posch@stuva.de

HUB27, BETA 8–9, 10:00 – 13:00

담당자:
Destan Sokoloff (ETC)
destan.sokoloff@etc-consult.de

다시 생각해보는 모빌리티
담당자:
Pauline Maître (VDB)
Maitre@bahnindustrie.info

PUBLIC TRANSPORT FORUM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진행 언어:
DE / EN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DIALOG FORUM

+PALAIS.BERLIN, 10:00 – 12:00

재정립하는 모빌리티: VDB Future Lab
담당자:
Pauline Maître (VDB)
Maitre@bahnindustrie.info

진행 언어:
DE / EN

전문방문객:
무료 입장

InnoTrans Convention

segelände
bition Grounds

행사 개최 장소

International Tunnel Forum
CityCube Berlin, 3 층, M8
입구: Messedamm

International Design Forum
DB Innovation Forum
CityCube Berlin, 3 층, M1-M3

International Bus Forum
Public Transport Forum
hub27, Beta 8–9,

erlin GmbH . Messedamm 22 . 14055 Berlin . Germany
3038 0 . F +49 30 3038 2325
esse-berlin.de . central@messe-berlin.de

남문

입구: Messedamm

Rail Leaders‘ Summit
Dialog Forum
+palais.Berlin
입구: 북문, 홀 19

서비스

모든 서비스 포함

InnoTrans Plus
귀하의 새로운 디지털 산업플랫폼 –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에도 최적의 네트워킹 가능
업데이트된 Virtual Market Place® 인 InnoTrans Plus가 제공하는

Marshall-Haus 내 비즈니스 라운지

다양한 기능:

편하게 대화 , 무료 와이파이 사용, 스마트폰 충전 등 휴식이

웨비나 및 제품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및 담화| 현장 일정을

가능

위한 미팅 사전 요청| 구인구직

InnoTrans Campus

공식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 부대프로그램의 현장

젊은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시장 커리어 투어

생중계 및 이후 동영상 시청 가능

가이드 서비스4.2홀 출발 지점
신규! 구직활동 시동걸기:

plus.innotrans.de

신규!

Eurailpress Career Boost – 9월 21일 2시

InnoTrans App
공항 및 현장 셔틀

InnoTrans 2022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 포함

편하게 무료이용: BER 신공항과 전시장사이 그리고 전시장내
제공되는 셔틀 서비스

전 세계 혁신제품 투어
InnoTrans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주는 90분 투어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영어와 독일어로 하루에 여러차례
제공됩니다.

Marshall-Haus 내 비즈니스 라운지에 등록하세요

온라인 티켓
무료 제공되는 베를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바로 연결되는

InnoTrans : innotrans.de/ticketshop
메모하세요! 입장권은 온라인상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베를린은 여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시장내 입장권 현금 구매소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InnoTrans 참관과 더불어 베를린은 독특한 예술과 문화

Speakers‘ Corner

프로그램부터 미식 하이라이트와 다양한 클럽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품과 혁신적인 기업들 –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5개의 Speakers‘ Corners 개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중에 한 곳에서 귀하를 기다리고

신규! 모든 이벤트는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있습니다!

박람회 그리고 그 이상

하이라이트 및 최초 공개

개요

InnoTrans 전문방문객 고객센터
T +49 30 3038 3131
베를린 박람회 해외 대표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Mobility+ Corner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전시 분야 Public Transport 섹션 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완해

innotrans.com > contact

주는 역할로 Mobility+ Corner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전시업체에 의해 선택된 주제가 7.1c홀에서 약간 작은

주최

Speakers‘ Corner 형식으로 발표되는 곳입니다.

Messe Berlin GmbH
Messedamm 22, 14055 Berlin

신규! Mobility Science Slam

독일

2022년  9월  23일 | 14:00 – 15:30
+palais.Berlin
Science Slam참가자들이 그들의 연구과제를 10분간의 재미있는

일정

과학 발표형식으로 설명하고, 청중들의 평가가 이어지는

innotrans@messe-berlin.de
innotrans.com

2022년 9월 20일 – 23일

커뮤니케이션 형식입니다.

개막 시간

Hyperloop Conference 2022

09:00 – 18:00

2022년 9월 23일 | 9:15 – 20:15 (tbc)
15.2홀
InnoTrans Conference Corner의 한 부분인 Hyperloop

박람회 디렉토리 포함 입장료:

컨퍼런스는 고속운송에 초점을 맞춰 처음 개최되는 국제

전일권 75 유로

이벤트입니다.

입장권으로 베를린 ABC 구역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행사에서 Hyperloop 관련 스타트업, 기업, 공급업자,

innotrans.de/ticketshop

일일권 50유로

투자자를 포함하여 Hyperloop 생태계 안의 모든 담당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hyperloopconference.com
입장권 구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시장내 입장권 현금 구매소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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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노선
호텔 이동,

시내 이동,

BER T1 + T2 – 북문,

Olympischer Platz 주차장,
BER T1 + T2 – 남문

현장 셔틀
남문 –

18 홀, 남문 – 20 홀,

남문 – 동문, 동문 – 야외 전시장

9홀 입구
홀 8 부터 10
동문
홀 11부터 17

북문
홀 18 부터 26

남문
홀 1, 2.1, 3, 4.1, 5, 6.1, hub27
입구: 홀 7 출입구
홀 2.2, 4.2, 6.2, 7
CityCube Berlin 출입구 Jafféstraße
(홀 A)
CityCube Berlin 출입구 Messedamm
(홀 B)
여행 서비스
도착 및 출발, 숙박 등 전반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innotrans.com > Visitors > Your Vis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