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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참가 안내 > 참가신청 마감: 2019년 9월 20일 
  

◈ 행사명: InnoTrans 2020 –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 수송기술 박람회 

◈ 개최기간: 제 13회 2020. 9. 22 (화) - 9. 25 (금), 9 시 - 18시      

◈ 장소: 베를린 박람회장    

◈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 개최주기: 2년    

◈ InnoTrans 2018 전시 통계  - 실내전시면적: 105,773 ㎡ / 실외전시면적: 10,254 ㎡ / 전시된 실차수: 155  

                                       - 전시업체수: 3,062 (해외업체수: 1,910 – 60개국에서 참가)   

                                       - 방문객수: 161,157 (전문 방문객수: 153,421 – 149개국에서 참관) 

◈ 전시분야 

- Railway Technology 여객 및 화물 수송용 철도 차량, 어셈블리 및 부품, 차량 정비 서비스 

- Railway Infrastructure 철도 시공, 신호 및 제어 기술, 건축 설계 및 감리, 가공전차선 장비 

- Interiors 차량 장비와 설비 확장, 조명과 유리공사, 냉난방시설, 안전, 여행 케이터링 및 편의 서비스 

- Public Transport (Transport IT, Services)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 교통 관리 및 데이터 처리,  

                                                             운임 관리 및 승객 정보 시스템, 역무 시설, 서비스와 컨설팅 

- Tunnel Construction 터널공사용 기계와 기술, 건설기계, 부품 및 부속품,안전 기술과 마감공사,유지보수 

               

교외 전차를 이용해 시내까지 출근하고, 거기서부터 전기 스쿠터나 대여 자전거 또는 카쉐어링으로 이동하며, 이를 위한 

예약은 모두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호연결된 모빌리티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안하며, 소비자 친

화적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단순히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까지 도달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noTrans는 추가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 특별히 중점을 두며 Mobility+라는 주제를 가진 새로운 섹션을 

준비합니다. Mobility+ 는 대중교통의 범위 내에서 전부 공유 모빌리티, 통합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통 기술 박람회로 모든 교통 수단의 컨셉트와 기술을 보여주는 

InnoTrans는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기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국제 교통회사, 교통기관 및 교통공

사 더불어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InnoTrans는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선도자이자 모빌리

티 분야에서 기반을 쌓고자 하는 신규 진입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라고 InnoTrans 박람회 이사 케어스틴 슐츠

(Kerstin Schulz)는 밝혔습니다. 새로운 분야는 홀 7.1의 대중교통 부문과 통합 전시되며, 이번 InnoTrans에서 처음 소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업체는 Mobility+ 분야로 참가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jekang@kgcci.com


InnoTrans 캠퍼스는 InnoTrans 2020에서 젊은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구인 플랫폼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InnoTrans 의 커리어 컨셉 또한 발전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21e 홀에 위치한 InnoTrans 캠퍼스에서는 전시자가 신입 직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인 리크루팅 랩 

(RecruitingLAB)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모든 InnoTrans의 참가자는 리크루팅 랩의 독점 공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포럼은 리크루팅 랩 근처의 "탤런트 스테이지 (Talent Stage)"에서 진행됩니다. 이 곳에서 전시 참가자들은 다양한 

학생 및 젊은 인재들에게 입사 정보 및 커리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noTrans 캠퍼스가 있는 21e 홀에는 InnoTrans 

전시 참가자들에게 Virtual Market Place의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잡월(Jobwa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noTrans 캠퍼스 

밖에서는 모든 전시 참가자가 "커리어 포인트(Career Point)" 표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주니어 레벨 직원과 

구직자를 연결해주어 잠재 고용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총 3,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InnoTrans 2020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송 기술을 위한 최고의 국제 박람회로서 InnoTrans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얻는 동시에 

스타트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모든 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박람회 참가를 

원하시는 업체는 한국대표부인 한독상공회의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nnoTrans 2018 폐막보고서 >  
 

지난 InnoTrans 2018은 전시업체와 전문 참관객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61개 

국가 3,062개의 업체가 모빌리티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400개 이상의 

혁신 제품과 155개의 세계 최초 공개 제품 그리고 155대의 차량이 포함되며, 도심 교통을 위한 대체 구동 시스템, 

배터리나 연료 전지로 작동되는 기차와 전기 버스는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주제에 속했습니다. 전문 참관객의 

날에는 161,157명의 국제적인 박람회 손님이 업계의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수도로 몰려 들었으며, 그 중에서 153,421명은 149개 국가에서 온 전문 참관객이었습니다. 일반 참관일 주말에는 다시 

한 번 InnoTrans의 철로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에 약 12,000 명에 달하는 개인 참관객이 모여 들었습니다.  

 

초국가적: InnoTrans가 시장을 연결하다 

InnoTrans 는 올해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핫스팟이자 업계의 경제 동력으로서 그 명성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GE Transportation의 CEO 인 Rafael Santana는 입환 기관차 300대를 주문한 카자흐스탄 철도회사 Kazakhstan Temir 

Zholy (KTZ)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Siemens Mobility와 Deutsche Bahn은 기차 여행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 시에 공동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Siemens의 경우 InnoTrans 2018에서 Siemens Mobility의 CEO인 Sabrina 

Soussan, DB의 디지털화와 기술 부문 책임자인 Sabina Jeschke, DB Regio AG의 위원장인 Dr. Jörg Sandvoß와 해당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독일과 중국 철도 산업도 대도시를 위한 철도 교통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를 희망합니다. 독일 철도 산업 협회(VDB)의 

회장인 Volker Schenk와 중국 지하철 협회 부사장인 Zhou Xiaoqin은 박람회에서 "도시 철도 교통에서 중국과 독일 

간의 협력을 위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도시 지역의 철도 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건설, 공사 및 표준화에 

있어서의 공동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전시업체에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대표적인 조사에 따르면 InnoTrans의 전시업체와 전문 참관객이 일관되게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전문 참관객의 약 

90%가 박람회 참관의 경제적인 성과에 매우 만족했으며, 박람회 참관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참관객의 절반이 각자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 참관객의 56.4%가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전문 참관객으로, 해외에서 

참가한 박람회 손님의 약 1/5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열 개의 전시업체 중 아홉 개 업체가 박람회 이후의 사업을 낙관적으로 예상했으며, 다음 번 InnoTrans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업체 사이트에서 추천 의향을 밝힌 업체가 90%를 넘었으며, 전시업체로부터 

보고된 높은 계약 체결 수치는 박람회에 참석한 전문 참관객의 피드백과 일치합니다.  

 

승객을 위한 편의성 향상, 기업을 위한 혁신성 향상 

수많은 전시업체는 각자의 제품이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을 최초 공개 무대로 InnoTrans 의 선로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을 활용했습니다. Siemens와 Stadler 의 컨소시엄에서 제작한 2021년부터 운행 예정인 484 시리즈의 신형 

Berliner S-Bahn이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냉/난방 장치, 현대적인 승객 정보 시스템 및 유모차나 자전거를 위한 

공간 확대가 강점입니다. 그 외에 대중의 사랑을 받은 제품은 DB Regio의 아이디어 기차였습니다. 1:1 모델은 피트니스 

룸,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회전하는 파노라마식 의자 외에도 어린이 놀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람회 첫날 Magdeburger Verkehrsbetriebe GmbH & Co. KG (MVB)는 최초로 더블 캐빈을 채택하고, 양방향 차량으로 

전환된 신세대 Unimog 탑승을 위한 상징적인 열쇠 전달식을 거행하였고, Voith와 Liebherr는 "Voith Rail Engine“으로 

철도 산업용 신형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성능이 강력하고 배기 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차용 엔진이 업계를 선도하는 

양대 산맥 간의 협력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Bus Display에서 버스 교통을 선보이다 

2016년에 도입된 Bus Display는 전반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Summer Garden 에서 열 대의 전기 버스가 

트랙을 도는 한편, 소음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엔진이 강점인 Solaris의 신형 Trollino 12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개최된 International Bus Forum에서 패널들은 대중 근거리 교통에서의 전기 버스 이용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InnoTrans Convention – 결정권자를 위한 저명인사 포럼 

특별히 결정권자에게 맞춰진 InnoTrans Convention 은 교통 기술을 위한 국제 박람회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Design Forum 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길어진 수명에 따른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새로운 Onboard Hospitality Forum에서는 Deutsche Bahn이 DB Lounges를 

선보였으며, 새로운 컨셉트로 고객 만족도가 69%에서 87%로 상승했습니다. 경제 및 실무 분야 대표자들은 Dialog 

Forum 에서 철도 물류 교통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치∙경제적 현안이 뛰어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HackTrain Hackathon이 업계에 혁신 잠재력을 제시하다 

올해 각자의 신제품을 최초 공개한 나흘 동안의 HackTrain Hackathon 에서 약 80 명에 달하는 개발자들은 스마트한 IT 

솔루션이 철도 업계에 얼마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1등 상은 세 명으로 이루어진 "Veggie on 

Rails" 팀이 차지했는데, 심사위원에 따르면, 영국 NetworkRail이 제시한 과제 - 악천후로부터 위협 받는 주변 녹색 

지대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객을 위한 뛰어난 이해력"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비디오 녹화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분석하고, 이를 GPS 데이터나 초목 유형의 성장 등급과 조합시키는 



컨셉트를 제시하였습니다. 팀 구성원에게는 600 영국 파운드(670 유로)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 주어졌습니다. 2등은 

엔지니어를 위해 음성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검색 단순화라는 컨셉트를 선보인 "ELB - Efficiency Less 

Bureaucracy“ 팀이 수상했습니다. "Safety_Eye“ 팀은 철로 작업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음향적, 시각적 및 

전송 가능한 신호로 이루어진 알람 시스템으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신형 S-Bahn 시승 – 일반 참관일에 커다란 관심을 끌다  

주말 일반 참관일에는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도 약 12,000명에 달하는 개인 참관객이 찾아와서 선로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155대의 자동차를 참관했습니다. 여기에는 Avelia HorizonTM von Alstom의 이층 초고속 열차와 

중국 CRRC Corporation Limited 의 하이브리드 AC 엔진이 탑재된 입환 기관차 그리고 Vossloh Locomotives의 4축 DE 

18-Lokomotive도 포함되었습니다. Siemens/Stadler의 신형 Berliner S-Bahn은 특히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DB 

Regio의 아이디어 기차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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