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I, 국제적국제적국제적국제적 식량낭비식량낭비식량낭비식량낭비 해결해결해결해결 위해위해위해위해 유엔과유엔과유엔과유엔과 손잡아손잡아손잡아손잡아 
 

(TINGLEV, 덴마크 2013년 6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Maersk Container Industry가 국제 

식량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SAVE FOOD 프로젝트와 손을 잡았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531/537201 )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20-UN-maersk-container-industry-combat-food-waste 

 

 

Maersk Container Industry의 최고경영자(CEO)인 Peter K. Nymand는 “식량은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사 기술은 식량의 물류체인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AVE FOOD 팀장 Robert van Otterdijk는 “수확한 식량의 저장과 운송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냉장 기술을 도입할 경우, 식량손실과 낭비를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SAVE FOOD가 속한 유엔식량기구 FAO는 전 세계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과일과 채소 중 최대 

50%가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지역에 따라 운송과 유통은 전체 손실 중 5~20%를 

차지한다.  
 

Star Cool CA와 AV+ 같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냉장 컨테이너의 온도, 습도, 공기 흐름 및 공기 

성분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과일과 채소 운송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관리도 개선할 수 있다.  
 

MCI와 여러 식품 기업들은 SAVE FOOD의 일환으로 전문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SAVE FOOD는 한 

연결 고리에서 발생한 작용이 다음 연결 고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식량 물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식을 공유할 경우,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엔 SAVE FOOD의 Robert van Otterdijk는 “운송과 유통을 포함해 식량의 가치체인 내 모든 

연결 고리에서 식량이 손실 또는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식량의 

가치체인 내 모든 연결 고리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유럽과 북미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체 과일과 농산물 중 최대 50%가 

손실된다. 이와 같은 손실에서 유통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다.  

(자료 제공: FAO 보고서 “국제적 식량손실과 식량낭비”) 
 

FAO: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 도상국은 식량손실량이 비슷하게 높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는 

식량손실 중 40% 이상이 수확 후 및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식량손실 중 

40% 이상이 소매와 소비자 단계에서 발생한다.” 

(자료 제공: FAO 보고서 “국제 식량손실과 식량낭비”, III.6페이지) 
 

연구 링크: FAO 보고서 “국제 식량손실과 식량낭비”: 
http://www.fao.org/docrep/014/mb060e/mb060e00.pdf  

 

재배업자를 위한 조언: 작물을 살펴라! 
 



UC 데이비스 Davis Postharvest Technology Center 홈페이지 링크: 
http://postharvest.ucdavis.edu/libraries/publications/  

 

지금까지 MCI 프로젝트: 
 

2013년 4월: MCI는 최적의 과일과 채소 처리에 관한 냉장 전문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 UC 데이비스의 수확 후 전문가 Marita Cantwell과 Beth Mitcham이 주요 연설자로 

참가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핵심 조언은 수확 시점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수확 후에는 

정확한 온도 조절을 하라는 것이다.  
 

2012년 11월: 칠레 과일 수출업자 연합 ASOEX와 MCI가 지식을 교류하고, Star Cool 

Controlled Atmosphere (CA)와 Automated Ventilation (AV+) 같은 기술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들 기술은 예를 들어 아보카도의 선적 기간을 연장해 최적기 수확 

압력을 낮춰준다. 열대과일 바나나를 예로 들면, CA를 통해 바나나 선적 기간을 25일에서 45일로 

늘릴 수 있다.  
 

매체 및 언론인들을 위한 정보: 

웹사이트 http://www.mcicontainers.com/AboutUs/Companymovies/Pages/Companymovie-

English.aspx에서 사진과 영상 라이브러리 및 MIC 회사 영상(중국어, 영어 및 덴마크어 버전)을 

시청할 수 있다. 
 

MCI 소개: 
 

Maersk Container Industry (MCI)는 냉장 기계와 냉동 컨테이너(“리퍼”)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주요업체로서, 다양한 선적 라인과 리스 업체들을 위해 제품을 제조한다. MCI의 R&D, 판매 

및 중앙 행정 부서는 덴마크에 위치한다.  
 

칠레에 미화 1억7천만 달러의 신규 리퍼 공장이 들어서면, MCI는 2014년 초 중국, 칠레 및 

덴마크에서 약 7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독자적인 고객 테스트에 따르면, MCI의 Star 

Cool 리퍼는 현재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추가 정보는 

http://www.mcicontainers.com을 참조한다.  
 

출처: MCI 
 

 

 

Maersk Container Industry Teams up With UN to Combat Global Food Waste 

 

TINGLEV, Denmark, June 13, 2013/PRNewswire/ -- Maersk Container Industry has 

joined the United Nations' SAVE FOOD Initiative to help make international food 

logistics more efficient. 

 

(Logo: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531/537201 ) 

 

To view the Multimedia New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mnr/61920-UN-maersk-container-industry-combat-food-waste  

 

"Food should not be wasted, but too often it is, and we believe our technologies 

can help improve the food logistics chain," says Peter K. Nymand, CEO of Maersk 

Container Industry, MCI. 

 

Robert van Otterdijk, team leader in SAVE FOOD, says: "Using appropriate 

refrigeration technology to improve storage and transport conditions for 

harvested foo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food losses and waste." 

 

The UN food organization FAO, under which SAVE FOOD is organised, estimates that 

globally up to 50% of fruits and vegetables are lost between farm and fork. 

Transport and distribution may account for between 5% and 20% of the loss 

depending on the specific region of the world. 

 



Technologies like Star Cool CA and AV+ are used to control a refrigeration 

container's temperature, humidity, air flow and air composition. This enables 

longer transports and better care for fruits and vegetables. 

 

As part of SAVE FOOD, MCI and other companies in the food industry will share 

expertise. SAVE FOOD sees a benefit from sharing knowledge throughout the food 

logistics chain where actions in one link invariably affect the next. 

 

"Food is lost or wasted in all links of the food value chain, including 

transport and distribution. One way to improve is to share knowledge across all 

links in the food value chain," says Robert van Otterdijk of UN SAVE FOOD. 

 

Facts: 

 

On the way from farm to fork in Europe or North America up to 50% of all fruit 

and produce is lost. Distribution and transportation in this case account for 

about 5% of this loss. 

 

(Source: FAO report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FAO: 

 

"Food loss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as high as in developing countries, 

but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than 40% of the food losses occur at 

postharvest and processing levels, whil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more than 

40% of the food losses occur at retail and consumer levels." 

 

(Source: FAO report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page III.6) 

 

Research link: FAO report on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http://www.fao.org/docrep/014/mb060e/mb060e00.pdf 

 

Tips for farmers: Look up your crop! 

 

This is a link to the UC Davis Postharvest Technology Center home page: 

 

http://postharvest.ucdavis.edu/libraries/publications/ 

 

MCI initiatives so far: 

 

April 2013: MCI hosts refrigeration expert conference on optimal handling of 

fruit and vegetables. Lead speakers were postharvest experts Marita Cantwell and 

Beth Mitcham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SA. Key advice in almost all 

cases was to take special care at time of harvest and afterward ensure accurate 

temperature control. 

 

November 2012: Chile's fruit exporters' association ASOEX and MCI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exchange knowledge and optimise the use of 

technologies like Star Cool Controlled Atmosphere (CA) and Automated Ventilation 

(AV+), which for example can extend shipments of avocados, thus reducing peak 

season harvest pressure. For tropical areas, CA enables banana shipments for 45 

days vs. about 25 days before. 

 

Information for media and journalists: 

 

Please see http://www.mcicontainers.com to find photo and video clip library and 

MCI's company movie in Chinese, English or Danish versions: 

 

http://www.mcicontainers.com/AboutUs/Companymovies/Pages/Companymovie-

English.aspx 

 

About MCI: 

 



Maersk Container Industry (MCI) is the world's only major producer of 

refrigeration machines and refrigeration containers ("reefers"). MCI 

manufactures for a variety of shipping lines and leasing companies. MCI's R&D, 

sales and central administration are located in Denmark. 

 

With a new USD170 million reefer factory in Chile coming on line, MCI will in 

early 2014 have about 7,000 employees in China, Chile and Denmark. According to 

customers' independent tests, MCI's Star Cool reefers are currently the world's 

most energy efficien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www.mcicontainers.com. 

 

Source: M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