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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Berlin과 InnoTrans가 초대하는 Mobility
Cleaning Circle
2019년 9월 25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모빌리티 부문의 청소"를 주제로 한 독점
네트워킹 이벤트
Messe Berlin은 국제 청소 무역 박람회인 CMS Berlin 2019(9월 24 ~ 27일)에서 최
고의 관련업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독점적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개최된 첫 번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Mobility Cleaning
Circle이 베를린 전시 센터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 Messe Berlin은
InnoTrans와 CMS Berlin의 국제 무역 박람회 주최자로서 "모빌리티 부문의 청
소"라는 주제로 국내외 의사 결정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업계의 노하우를 활용
할 것이며, 국제 운송 회사 및 구매자 대표가 초대되었습니다. 맞춤형 B2B 행사에
는 무엇보다 명확한 실제 사례가 포함된 박람회 견학, 전문가 프레임워크 프로그
램 및 주요 국제 청소업계 대표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며, 목표는
운송 회사, 철도 및 청소 업계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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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MA 청소 시스템 전문 협회 회장인 Markus Asch(마르쿠스 아쉬)는 CMS Berlin
2017에서 Mobility Cleaning Circle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철도
산업과 청소 산업이 서로 보다 밀접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며, 우리는 신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열차나 버스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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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번째 행사에는 독일(DB AG, DB Services GmbH, Hamburger Hochbahn,
Stuttgarter Straßenbahnen AG 등), 이탈리아(Ferrovie dello Stato Trenitalia Spa), 한국(서울 메트로/도시 철도 R&D 센터) 뉴질랜드(Transdev), 네
덜란드(NedTrain), 헝가리(MV) 및 러시아(Joint Stock Company Federal Passenger
Company)의 철도 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러시아 철도의 Stanislav Zotin(스타니
슬라브 조틴)은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업무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회사,
기계 및 세정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이벤트를 “아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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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과 위생은 철도 및 인프라 운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여행
객과 승객은 시간 준수와 서비스 외에도 청결한 기차 객실과 역 그리고 잘 관리된
기차역과 정류장을 기대합니다. CMS 2019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통해 업계
가 이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청소 솔루션을 제공할지 알 수 있으며, 해당 전시
부스는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Virtual Market Place®,
CMS 안내서, 전시관 도면, CMS Berlin 앱에서의 모빌리티 청소 담당자 표시를 통
해서나, 또는 전시장 부스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청소라는 주제에 대해 상담할 적
합한 담당자를 매우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Mobility Cleaning Circl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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