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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Trans 2020: 새로운 주제 Mobility+가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시외 통근자들은 S반을 이용해 시내까지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전기 스쿠터나 대
여 자전거 또는 카풀로 이동하며, 이 과정은 모두 앱을 사용하여 예약합니다. 커
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는 대중교통을 더욱 효율적이며, 편안하고,
더욱 소비자 친화적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단
순히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라스트 마
일(last mile)”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제인 Mobility+로 InnoTrans는 특히 추가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
는 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Mobility+ 는 대중교통 영역에서 새로운 주제로,
전부 공유 모빌리티, 통합 모빌리티 및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다루고 있
습니다. InnoTrans 임원 케어스틴 슐츠(Kerstin Schulz)에 따르면, “교통기술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인 InnoTrans는 협동수송기관 컨셉 및 시스템을 제
시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국제 운송회사, 운송협회 및 행정위원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모인 전문적이고 뛰어난 청중을 만날 수 있습니다. InnoTrans
는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선도자이자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반을 쌓고자 하는 신규
진입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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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박람회 장소는 홀 7.1의 대중교통 부문과 통합될 예정이며, 첫 시작을 이
번 InnoTrans에서 축하하기로 기획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참여업체는 부스를
Mobility+ 영역에서 2019년 9월 20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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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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