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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페트리필름 인증서

국제공인기관 인증

AFNOR 또는 MicroVal 인증(ISO 16140 준수)
분유 및 유제품

신속 일반 세균 페트리필름

모든 식품1

신속 대장균군 플레이트 14시간 결과(가공된 돼지
고기 제품 및 해산물의 경우 30°C에서 배양)

모든 식품1(가공된 돼지 고기 제품 제외)
모든 식품1, 동물 사료(애완동물용 식품 및 동물 먹이)
및 산업 환경 시료
1
2

3M Food Safety는 설계 및 제조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 시료, 다양한 식품

신속 대장균군 플레이트 24시간 결과(가공된 돼지
고기 제품 및 해산물의 경우 30°C에서 배양)

신속 대장균군 플레이트 24시간 결과(해산물 제품의
경우 30°C에서 배양)
신속 효모 및 곰팡이용 페트리필름

신속 대장균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다양한 식품에 대해 검증
유효 기간 종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nf-validation.afnor.org/en에 있는 NF 검증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AOAC® INTERNATIONAL Official Method of AnalysisSM
식품

다양한 식품
다양한 식품 및 엄선된 환경 표면

AOAC® Performance Tested MethodSM

NF 검증 인증서 번호 3M 01/17-11/162
(ISO 4833-1 방법과 비교)

NF 검증 인증서 번호 3M 01/05-03/97 A2
(ISO 4832 VRBL 30°C 방법과 비교)
NF 검증 인증서 번호 3M 01/05-03/97 B2
(ISO 4832 VRBL 30°C 방법과 비교)

NF 검증 인증서 번호 3M 01/05-03/97 C2
(ISO 4831 MPN 30°C 방법 및 ISO 4832 방법과 비교)
NF 검증 인증서 번호 3M 01/13-07/142
(ISO 21527-1 방법 및 ISO 21527-2 방법과 비교)
MicroVal 인증서 번호 2017LR76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방법 2000.15

신속 일반 세균 페트리필름

방법 2015.13

신속 효모 및 곰팡이용 페트리필름
신속 대장균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방법 2014.05
방법 2018.13

다양한 식품

신속 효모 및 곰팡이용 페트리필름

인증서 번호 121301

다양한 식품 및 엄선된 환경 시료

신속 대장균/대장균군 페트리필름

인증서 번호 051801

다양한 식품

신속 일반 세균 페트리필름

위 방법의 성능은 AOAC® 연구소에서 검토한 결과 제조업체 사양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증서 번호 121403

3M™ 페트리필름 인증서

국제공인기관 인증

3M Food Safety는 설계 및 제조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AOAC INTERNATIONAL
APHA(미국 공중보건협회)
식품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식품의 미생물학적 검사 방법 개요
52001년 5판

유가공 제품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표준 유제품 검사 방법 17 판, 2004년

우유

신속 일반 세균 페트리필름

우유 실험실의 FDA 평가,
2017년 개정: https://www.fda.gov/media/115265/
다운로드

US FDA(미국 식품의약국)

일본

식품 위생 매뉴얼
식품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2004년 7월

사체(소 및 돼지) 면봉 시료

대장균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Notification No. 25

모든 식품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후생 노동성

벨기에

베트남

베트남 식품관리청은 3M™ 페트리필름의 유통을 허용함
식품

신속 대장균군 페트리필름

승인된 미생물학적 방법 목록
- 버전 16,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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