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 Cool, CA 리퍼 필름 선봬 

 
(팅레우, 덴마크 2013년 9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4년 실적을 보유한 Star 
Cool Controlled Atmosphere가 수많은 새 리퍼 부문에서 고객들에게 도약적인 
잠재력을 제공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에콰도르 생산업자들이 수확한 바나나를 아제르바이잔 
소비자들에게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MCI의 Star Cool 
Controlled Atmosphere (CA)가 판도를 바꿔놓을 리퍼를 선보였다.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간단하고 저렴한 해당 기술을 설명하고자 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3464-maersk-star-cool-reefer-film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531/537201 ) 
 
바나나 생산업자들은 운송 기간이 20일에서 45일로 늘어난 것에서 잠재력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 Nacala 지역 Matanuska 농장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갑자기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 Star Cool CA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바나나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2만5천 대가 넘는 Star Cool CA 리퍼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주요 리퍼 컨테이너 항로를 오가고 있다.  
 
새로운 CA 애니메이션은 바나나와 아보카도 수출업자 외에 아스파라거스나 
망고 같은 다양한 고호흡성 과일 및 채소의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Star Cool CA 실적은 특허를 획득한 간단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다. 운송 중 
화물 내 생물학적 호흡 과정을 통해 컨테이너 내 산소(O2)가 소요된다. Star 
Cool은 이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 막 필터를 사용한다. 이 막 필터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초과 이산화탄소(CO2)를 방출한다. 다량의 
이산화탄소(CO2)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화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MCI 연구개발 책임자 Gert Jorgensen은 “자사는 다른 맥락에서 잘 알려진 
기술을 가져와 더욱 발전시켰다”면서 “Star Cool CA는 화물 내 과도한 
이산화탄소(CO2)를 추출하기 위해 투과성 막과 진공 펌프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에서는 획득비와 운영비가 CA 사용에 있어 중요하다.  
 



MCI 판매와 마케팅 담당 Anders G. Holm은 “획득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CA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운송 당 비용이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Star Cool CA 애니메이션은 MCI 자동 환기 AV+에 관한 유사한 영상을 바탕으로 
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두지 말자”는 영상은 AV+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리퍼에서 공기 흡입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