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표/TECHNICAL SHEET
냉동 돼지 안심살/
FROZEN PORK TENDERLOIN
제품 코드/PRODUCT CODE :
SISTEMA GESTIONE QUALITA' E SICUREZZA ALIMENTARE: Rev. 1 - 01/06/2018

제품설명 /PRODUCT DESCRIPTION :

제품은 순살 돼지 등심으로달성합니다. 지방을 제거되었습니다. /
Product obtained by loin deboning. It has to show no excessive coating fat.

제품특징/PRODUCT FEATURES:
한 조각의 중량/single cut weight : 약 0,6 kg /about 0,6 kg

패키지방법/PACKAGING INSTRUCTION :
포장방법/packaging method : 4 x 1 vacuum
종이박스 사이즈/carton box size : 40 x 60 x 20 cm
박스당 제품 수량/pezzi per confezione : 44
종이박스 순중량/net weight carton box : 약 26 kg /about 26 kg

파렛트 적재 방법/PALLETIZING MODE :
파렛트 사이/pallet size : 100 x 120 cm
파렛트무게/pallet weight : 약 1452 kg /about 1452 kg
파렛트당 박스 수량/packs per pallet : 55

유통기함/SHELF LIFE :
냉동 육류/frozen meat : 18 개월/18months

운송 온도/TRANSPORT TEMPERATURE :
냉동 육류/frozen meat: -18°C 이하 /no higer than -18°C

건강 마크/HEALTH MARKING
CE IT 791 M 은 최종 제품에 있는 공장의 인식번호입니다. /
CE IT 791 M is the plant's recognizion number to be reported on each final product.

제품 추적성/PRODUCT TRACEABILITY
추적성 데이터는 라벨로 보고 됩니다. (codifica del lotto YDDDBB: Y= 년; DDD= 일;
BB= 도축 날짜에 공장의 인식번호) /
Data of traceability are to be reported on the equipment (batch number codification YDDDBB: Y= year; DDD= day;
BB= farm sequential code on the slaughtering day)

원료 원산지/ORIGIN OF RAW MATERIAL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잘 알려진 지역들인 발레다오스타, 피에드몬테, 리구리아, 롬바디아,
에밀리아로마냐, 트렌토 및 볼차노 지방, 마르케, 베네토, 그리고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에서 출생, 사육,
그리고 에밀리아로마냐에 있는 OPAS 도살장에서 도축된 돼지로 달성합니다. /
Product comes from pigs borned end bred in north
macro region that include Valle d'aosta, Piemonte, Liguria, Lombardia, Emilia Romagna, Trento e Bolzano province,
Marche, Veneto, Friuli venezia giulia and slaughtered in O.P.A.S., site in Emilia Roma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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