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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기차가 승객을 끌어옵니다 - InnoTrans와 CMS
Berlin이 모빌리티와 청소 업체 대표를 만나게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기차/지하철 승객을 두 배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과 열차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품질 기준입니다. 청결도
가 승객의 만족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25일부터 모빌리티 청
소 서클(Mobility Cleanign Circle)이 InnoTrans와 함께 국제 청소 박람회인 CMS
Berlin(Cleaning Management Serices, 청소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양측 진영의
대표를 위한 대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언론 홍보 담당:

이 특별한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모빌리티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청소업계의 CMS 발
표자와 만나게 됩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참가 업체는 BVG, DB Services GmbH,
Deutsche Bahn AG, Hamburger Hochbahn AG, Kölner Verkehrsbetriebe AG, MÁVStart Zrt (헝가리), metronom Eisenbahngesellschaft mbH, NMBS/SNCB (벨기에),
Stuttgarter Straßenbahnen AG 및 인천 공항(대한민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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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중심은 승객입니다. 대중교통 또는 장거리 여행에 상관없이 청결한
역과 열차는 승객이 편안함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Mobility Clearning
Circle과 함께 저희는 두 업계에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
합니다.” InnoTrans의 디렉터 Kerstin Schulz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B2B 행사는 전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선도적인 국제 청소 업계 대표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합니다. 박람회에서 가이드 투어로 야외에서 실
용적인 예시를 관람하고, CMS 참가업체의 모빌리티 부문에서 특정 제품을 청소하
는데 맞춰진 상품을 관심 있는 단체에게 소개합니다.
Mobility Cleaning Circle 2017년 프리미어 행사에서 두 업계 사이 양방향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의 성공적인 행사 이후, 올해 행사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
다. “매력적인 역사는 오늘날 모빌리티 세계에서 강력한 고객 경험을 위한 중요
한 다모드의 센터입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이용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가 필요
합니다. 우리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승객과 방문자들이 역에 방문해 고품질의 서비스와 청결과 안전을 누
리도록 환영합니다.” Deutsche Bahn Ag의 CPO, Uwe Günther가 말했습니다.

Mobility Cleaning Circle의 킥오프 행사로 모빌리티 분야의 청소에 대한 도전 과
제와 솔루션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합니다. 중점은 교통업계가 청소업계 및 서
비스 제공업체에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청소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에 한정적인 특징입니다. Deutsche Bahn AG 기계 설비 및 재료 부장 Manfred
Kloesgen, 헝가리 MÁV-Start Zrt.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 István Schwartz,
stellv., Anton Sørensen, Nilfisk 글로벌 제품 및 서비스 상무이자 제품 우수성
및 품질 부장, Dr. Sasse Ag의 이사인 Christine Sasse 박사가 토론을 진행합니
다.

먼지와 그래피티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진공 청소기와 청소제와 같은 실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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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CMS 참가자들이 홀 1.2와 3.2에서 BVG 및 Havelbus의 두 ÖPNV 버스에서
제공합니다. Mobility Cleaning Circle 참가자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
https://www.innotrans.com/de/Besucher/Events/MobilityCleaningCircle/ 또는 Virtual
Market Plac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obility Cleaning Point은 2019년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CMS 가이드, CMS Berlin 앱과 박람회 표지판에 Virtual Market Place®의
Mobility Cleaning Point를 표시해 박람회 방문작들이 “모빌리티 분야의 청소”
테마의 적절한 담당자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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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