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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Trans 캠퍼스: InnoTrans 2020에서 젊은 전문가들
을 위한 새 구인 양식
컴퓨터 과학, 경제.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InnoTrans의 커리어 컨셉은 젊은 인재들과 잠재 고용주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합
니다. 올해 다시 새로워진 InnoTrans 캠퍼스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InnoTrans 캠퍼스는 젊은 인재의 육성과 채용을 주제로 한 특별 구역입니다. 모빌
리티 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 변화에 따라
InnoTrans 의 커리어 컨셉 또한 발전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21e 홀에 위치한
InnoTrans 캠퍼스에서는 전시자가 턴키 컴플리트 스탠드를 신입 직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인 리크루팅 랩 (RecruitingLAB)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모
든 InnoTrans의 참가자는 리크루팅 랩의 독점 공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포럼은 리크루팅 랩 근처의 "탤런트 스테이지 (Talent Stage)"에서 진행됩
니다. 이 곳에서 전시 참가자들은 다양한 학생 및 젊은 인재들에게 입사 정보 및
커리어 관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noTrans 캠퍼스가 있는 21e 홀에는
InnoTrans 전시 참가자들에게 버츄얼 마켓 플레이스의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잡월
(Jobwa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noTrans 캠퍼스 밖에서는 모든 전시 참가자가
"커리어 포인트(Career Point)" 마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크는 주니어 레벨
직원과 구직자를 연결해주어 잠재 고용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포
인트는 모든 미디어, 전시장 지도 및 전시 부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잡월
(Jobwall)에서 보여지는 채용 공고 또한 포함되어 있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은 커리어 투어 또한 다시 한 번 선보입니다. 학생들과 젊은 전
문가들은 하루에 세 번 박람회 투어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 관계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투어는 InnoTrans 캠퍼스에서 시작합니다.
InnoTrans 와 국제 협회들이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의 업적을 기리는 커리어 어워드
행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상은 베를린과 InnoTrans로 가는 여행입니다.
2018년도 우승자는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출신이었습니다.
최근 InnoTrans 는 유럽뿐 아니라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젊은 인재을 방문
했습니다. InnoTransport의 케스틴 슐츠 (Kerstin Schulz) 이사는 "운송 기술을
위한 최고의 국제 박람회로서 InnoTransport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통
찰력을 얻는 동시에 스타트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모든 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총 3,800명 이상
의 학생들이 InnoTrans 2020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noTrans 소개
InnoTrans는 베를린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운송 기술 박람회입니다. 글
로벌 철도 산업을 주제로 61개국 3,062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한 최근 전시회에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149개국에서 153,421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InnoTrans 박람회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부문은 Railway Technology(철도 기술),
Railway Infrastructure(철도 인프라), Public Transport(대중 교통),
Interiors(인테리어) 및 Tunnel Construction(터널 건설)이며, InnoTrans의 주최
자는 Messe Berlin입니다. 제 13 회 InnoTrans는 2020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베를린 전시 센터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nnotrans.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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