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Maersk Container Industry, 냉동고 솔루션 개발 

 

-- 컨테이너 업체들, 수백만 달러 절감 

 

(코펜하겐 2016년 3월 1일 PRNewswire=연합뉴스) Star Cool 냉장 유닛용 최신 소프트웨어 

덕분에 농산물 수송 시 그 품질을 보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랜 세월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기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Maersk Container Industry (MCI)가 다국적 과일기업 Dole과 공동으로 설계한 StarConomy 냉동고 

제어 소프트웨어는 냉동 컨테이너가 MCI의 Star Cool 유닛으로 운송되는 냉동 화물을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냉동 컨테이너 업체들을 지원한다.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운영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3051-mci-develops-reefer-solution/ 

 

각각 500개의 냉동고를 가지고 네 척의 선박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다국적 과일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경우, 에콰도르-영국 같은 단일 노선에서 연간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500개의 플러그와 6척의 선박으로 에콰도르-러시아 노선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라인의 경우에는 연간 미화 32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StarConomy는 모든 새로운 Star Cool 유닛에 설치 가능하며,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40개가 넘는 업체가 설치한 기존의 모든 Star Cool 유닛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MCI는 Dole이 

매주 운행하는 남미-유럽 노선에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다.  

 

Dole 장비 책임자 Karina Rodriguez는 “자사는 기업의 책임감과 지속가능성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며 “이는 물 관리, 토양 보존 및 탄소 발자국에 대한 자사의 접근 방식에 잘 

반영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사의 약속은 자사의 저온 유통 체계로 

확장된다”면서 “냉동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안전하게 과일을 

보존 및 운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이 

분야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혁신적인 StarConomy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하는데 Star Cool과 손을 잡았다”라며, “현재 자사가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Star 

Cool 냉동고에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덴마크에 위치한 MCI의 R&D 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 오랜 과제를 해결했다. 바로 특정 

화물의 변화하는 요건에 따라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동시에 냉동고 내에서 동일하고 정확한 

온도 제어를 유지하는 것이다. StarConomy는 압축기와 팬 속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을 자랑한다.  

 

MCI 냉동 기술 총책임자 Morten Nylykke는 “StarConomy 소프트웨어는 팬을 최고 속도로 

가동시켜 신속하게 농산물 온도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팬 

속도가 느려지고, 에너지 최적화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며 “StarConomy는 자사의 장기 

고객인 Dole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 앞으로 자사의 모든 Star Cool 고객들에게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을 적재하기 전에 미리 냉장시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StarConomy 

소프트웨어는 압축기와 팬 속도 간에 신중하게 균형을 맞춤으로써 냉장 수요에 따라 공기 

순환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에 이상적인 환경을 보장한다.  

 

- StarConomy가 농산물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을 보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한다: www.youtube.com/watch?v=CZMAQbF_xEI 

- StarConomy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starcool.com을 참조한다. 

 

Maersk Container Industry 소개 

Maersk Container Industry A/S (MCI)는 냉동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 및 Star Cool 냉동기를 

개발 및 제조한다. R&D와 엔지니어링 테스트 시설을 포함하는 MCI 본사는 덴마크에 있으며, 

중국과 칠레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MCI의 대표 상품 Star Cool 통합 냉동 컨테이너는 

Controlled Atmosphere (CA)와 Automatic Ventilation (AV+)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시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냉동 컨테이너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MCI는 약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350개가 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MCI 고객들은 해운 기업, 과일 유통업자 및 임대 

업체들을 포함한다. MCI는 8만8천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며 약 130개국에 지사를 둔 

세계적인 대기업 Maersk Group의 독립 사업부다. 추가 정보는 http://www.mcicontainers.com을 

참조한다. 

 



Dole 소개 

 

웹사이트: do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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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ersk Container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