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표 / TECHNICAL SHEET

돼지 목심살 카타로스/PORK KATAROSU
SISTEMA GESTIONE QUALITA': Rev. 0 - 08/05/2017

제품설명:

PRODUCT DESCRIPTION:

제품은 도살된 돼지를 잘리는 단면으로 달성합니다.

손질된 돼지 고기 목심살입니다.
지방 최대:0,8 cm

Cold slaughtering, collar cut, well trimmed
Fat max. 0,8 cm

제품특징:

PRODUCT FEATURES:

중량: 2- 3,5 kg

Weight: 2- 3,5 kg

패키지:

PACKAGING:

푸른 커버 IWP 60 cm x 60 cm x 0,006 cm
박스 사이즈 28 cm x 38 cm x 13 cm
칸막이 4 개 포함
돼지비계 위에 있음
식품을 접촉하는 모든 물자들은 유럽 (Reg. CE n.
1935/2004, Reg. CE n. 2023/2006, Reg. CE n. 450/2009,
Reg. CE n. 10/2011) 및 국가 법률의 (D.M. n. 174/2008.)

IWP Blu Poly 60 cm x 60 cm x 0,006 cm
Box size 28 cm x 38 cm x 13 cm
4 pieces for box with divider
Fat on top.
All food contact materials comply with European legislation
(Reg. CE n. 1935/2004, Reg. CE n. 2023/2006, Reg. CE n.
450/2009, Reg. CE n. 10/2011) and national legislation D.M. n.
174/2008.

규칙을 준수합니다.

운송 온도:

TRANSPORT TEMPERATURE:

시선 육류: +7°C 이하

FRESH MEAT: No higher than +7°C
FROZEN MEAT: No higher than -18°C

냉동 육류: -18°C 이하

결함 포용력:
코드

결함

TOLERANCE TO SOME DEFECTS:
포용력

1

녹색/갈색 색상

없음

2

이상한 냄새

없음

3

녹청 얕은

없음

4

응혈/농양

없음

5

이물질

없음

CODE

DEFECTS

TOLERANCE

1
2

greenish/brown colour
strange odors

ABSENT
ABSENT

3
4
5

glaze shallow
ABSENT
blood clots/abscesses
ABSENT
foreign bodies
ABSENT

미생물학 기준/ MICROBIOLOGICAL CRITERIA:
Reg. (CE) 2073/2005 및 국가 법률 O.M.
1993 년 12 월 07 일 규정을 준수합니다.

In accordance with Reg. (EC) 2073/2005 and national
legislation O.M. 07/12/1993.

금지된/제한된 물질

포용력

FORBIDDEN OR LIMITATED
SUBSTANCES

TOLERANCE

호르몬/안티호르몬 물질

없음

Hormonal or anti-hormonal substances

ABSENT

약, 항생제, 위험하는 물질

없음/법률요건

Drugs, antibiotics or other dangerous
substances

ABSENT OR WITHIN
LEGAL
REQUIREMENTS

알레르겐

없음

Allergens

ABSENT

첨가물

없음

Additives

ABSENT

건강 마크

HEALTH MARKING:

CE IT 791 M 은 최종 제품에 있는 공장의
인식번호입니다.

제품 추적성:
추적성 데이터는 라벨로 보고 됩니다:
고객 성함, 도축 날짜, 제품소개, 추적성 코드.

미국 수출 승인

CE IT 791 M is the plant's recognizion number to be reported
on each final product.
PRODUCT TRACEABILITY
Data of traceability are to be reported on the equipment with
labels: customer name, date of slaughtering, product
description, batch traceability.
APPROVED EXPORT USA

Reg. (CE) 2073/2005. 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O.P.A.S.는 도살된 돼지에 대장균, 장내세균,
살모넬라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C.B.T.)의 미생물

O.P.A.S. applies sampling to microbiological searching of
Escherichia Coli, Enterobatteriacee, Salmonella ,C.B.T. on
pork carcasses in accordance with Reg. (CE) 2073/2005

조사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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