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Maersk Container Industry, 망고 무역의 ‘혁명’ 기대 
 
(Tinglev, Denmark, 2014년 9월 9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의 최근 시험은 과일을 동면시키는 특별한 컨테이너로 
서아프리카의 망고 무역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멀미미디어 보도자료를 보려면 :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25-
MCI-eyes-revolution-mango-trade/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531/537201 ) 
 
아이보리 코스트의 농부들은 과일이 달콤한 만큼 짧은 망고의 수확 시기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특수 운송회사 Africa Express Line (AEL)의 컨테이너 매니저 Mathew Shed는 
“4월과 5월의 4-6주 정도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훌륭한 망고가 넘쳐난다”면서 
“하지만 우기가 시작되면서 수확 시기는 갑자기 끝나버린다. 그 이후로 망고는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는 “4월에 과일의 맛과 상품성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영리한 솔루션을 찾은 
CF 물류 기업인 Eolis가 4월에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솔루션은 특별 냉장 컨테이너였다. 벨기에 앤트워프의 컨테이너 대여 업체와 
컨테이너 기지의 신속한 도움으로 Star Cool 컨테이너는 CA 저장으로 알려진 
공기조절 저장(controlled atmosphere)이 결합된 기능 개선을 하고 아이보리 
코스트로 보내졌다.   
 
Star Cool CA 냉장선은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 수준을 조절해 과일의 
호흡과 숙성을 지속적으로 제어한다.  
 
Mathew Shed는 “우리는 Star Cool CA가 바나나와 아보카도의 저장 수명을 
얼마나 확장시켜주는 지 알고 있었다”면서 “망고도 유사한 호흡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고 시험의 성공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잉 과일을 제 시간에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던 농부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tar Cool CA의 제조사 Maersk Container Industry의 Anders G. Holm은 기뻐하며 
“물류 체인의 결합된 기능은 음식을 보존하고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라면서 “이것이 망고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냉장 시험 성공 이유:  



Five Star Cool CA 컨테이너는 2014년 5월에 상품이 적재됐고, 4-9주의 기간 
동안 하나씩 개봉됐다. 모든 컨테이너에서 과일은 전반적으로 적재될 때와 같은 
상태로 유지됐다. (출처: Africa Express Line.) 
 
세계 망고 생산의 3%만이 수출되고 있다:  
망고의 세계 생산량은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증가해 그 양이 3천 500만 톤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단지 3%만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망고가 여전히 생산지 근처에서만 소비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약성이다. (출처: 
UNCTAD) 
 
고가의 항공 운송을 피할 수 있다:  
“항공을 통한 서아프리카의 망고 수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해상 운송의 
장애물들이 세네갈이나 아이보리 코스트와 같은 국가들의 전체 망고 수출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인용: Derek Brand, Seabury Group 해양 운송 자문 회사 해양 고문) 
 
문의: Anders G. Holm, Maersk Container Industry agh@maerskbox.com 전화. +45-
22-41-81-42 (중앙유럽 표준시, CET) 
 
링크 및 사진:  
http://www.mcicontainers.com 
 
CA 저장 작동 원리 시연은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다. (02:46) 
http://www.mcicontainers.com/Products/ReeferMachines/Pages/CA.aspx 
 
모든 것 뒤에는 컨테이너가 있다. Maersk Container Industry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다. (04:35) 
http://www.mcicontainers.com/AboutUs/Companymovies/Pages/Companymovie-
English.aspx 
 
참고 링크 http://www.africaexpressline.com and http://www.seaburygroup.com 
 
출처: ---------- 
 
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