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살



목살
SAP 1020860

상세상품설명

막과 중간 갈비뼈를 제외한 부위입니다.

두께: 9-10cm

마블링: 1에서 6범위 중 3.5-6.0에 해당

길이: 20cm 이상

중량: 1.5-2.8kg

캔디롤 포장

www.agrosuper.co.kr

박스

700x500 mm. 3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10 kg

박스당 포장 용량 5피스

크기 520x290x12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미박 삼겹



미박 삼겹
SAP 1020905

상세상품설명

껍데기와 연골 포함 개당 최소 10개의 늑간살이 포함됩니다. 

지방 두께: 1-3mm

넓이: 24-26cm

길이: 43-45cm

두께: 4.5-5cm

중량 범위: 5-6.5kg 

진공포장

www.agrosuper.co.kr

박스

285x475 mm. 58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20 kg

박스당 포장 용량 4피스

크기 455x266x228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항정



항정
SAP 1021012

상세상품설명

껍데기만 제거한 상품입니다. 

중량과 크기 제한 없습니다.

벌크 포장

박스

980x680 mm. 4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20 kg

박스당 포장 용량 1벌크

크기 600x400x15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www.agrosuper.co.kr



장족



장족
SAP 1021045

상세상품설명

발을 포함한 앞다리 부위입니다. 

중량: 개당 1.6-2.2kg

개별포장

www.agrosuper.co.kr

박스

700x300 mm. 3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15 kg

박스당 포장 용량 8피스

크기 490x380x12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등뼈



등뼈
SAP 1021150

상세상품설명

등갈비를 제외하고 척추부터 갈비 중앙까지 해당되는 부위로 개당 중량 범위 없음

벌크 포장

www.agrosuper.co.kr

박스

980x680 mm. 4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16 kg

박스당 포장 용량 1벌크

크기 600x400x15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목뼈



목뼈
SAP 1021152

상세상품설명

갈비뼈를 제외한 목뼈입니다. 뼈에 지방이 붙어있지 않으며,

중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박스

980x680 mm. 4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16 kg

박스당 포장 용량 1벌크

크기 600x400x15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www.agrosuper.co.kr



앞 학



앞 학
SAP 1021470

상세상품설명

관절과 발 사이 부위입니다. (장족에서 발 제거 부위)

중량: 1.2-1.6kg

벌크 포장

www.agrosuper.co.kr

박스

1000x650 mm. 40 mic.

박스 & 포장

박스 포장

포장

평균 중량 20 kg

박스당 포장 용량 1벌크

크기 600x400x150 mm.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온도 -18º C.

보관 방법 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