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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이력

이 부분은 기 의 공식 인 부분이 아님

2006-11기 원회(SC)가 과실 리(Tephritidae)에 한 가주 감수성 결정 주제를

추가 (2006-031)

2009-05SC가 회원국 의견수렴을 해 작업지시서 안을 승인

2010-02회원국 의견수렴

2010-14SC가 작업지시서 50승인

2010-05과실 리 기술패 (TPFF)이 ISPM 안 작성

2011-05SC검토 후 TPFF로 안을 되돌려 보냄

2011-08TPFF가 안 수정

2012-04SC가 안에 한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12-07회원국 의견 수렴

2013-05SC-7이 주요 우려사항에 한 의견수렴(SCCP)승인

2013-07SCCP실시

2013-11SC는 CPM-9에 상정할 것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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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CPM-914일 에 공식반 수

2014-04간사가 공식반 에 응하여 ISPM 안을 수정

2014-05SC검토 후 TPFF에 검토를 요청

2014-05TPFF검토

2014-11SC가 ISPM 안을 CPM-10에 상정하도록 승인

2015-03CPM 10(2015)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SC로 되돌려 보내짐

2015-04간사가 ISPM 안 검토 ( 심 있는 국가 간 토론)

2015-05SC가 SCCP를 승인

2015-10TPFF가 ISPM 안을 검토

2015-11SC가 검토 후 CPM-11에 상정할 것을 승인

2016-04CPM-11채택

ISPM 37.2016.과실 리(Tephritidae)에 한 과실 기주 상태 결정.Rome.

IPPC.FAO

출 이력은 2016.4월 최종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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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식량농업기구와의 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 하 다.

(Published byarrangementwiththeFood and AgricultureOrganizationof

theUnitedNationsandAnimalandPlantQuarantineAgency)

"본 출 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 생조치을 한 국제 기 )"로 어로 출 되었다.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 다."

"본 출 에서 사용한 명칭과 자료들의 표 은 어떠한 국가, 토,도시 혹은 지역

이나 이들의 정부당국, 는 이들 국경 경계에 한 한계와 련하여 UN

FAO 측의 어떠한 의견의 표 도 암시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는 제조업체의

상품에 한 혹은 이들이 특허권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한 언 은,이들을 언

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을 가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 FAO에서 이들을 보증

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합의에서 표 된 의견은 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FAO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AnimalandPlantQuarantineAgency,2016(한국어 번역)"

"©FAO,1995-2016(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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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택

이 기 은 2016년 4월 CPM-11에서 채택되었다.

서 론

범

동 기 안은 과실 리(Tephritidae)에 한 과실의 기주상태를 결정하기 한 지침을

제공하고,과실 리에 한 과실 기주 상태의 3개 카테고리를 설명한다.

이 기 에서 과실은 식물학 의미의 과실을 말하며,때로는 채소로 불리는 과실

(,토마토,참외)도 포함한다.

이 기 은,기주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상처가 없는 과실의 과실 리에 한 기주

상태를 결정하기 해 사용해야 하는,자연 조건 하에서 찰 방법론과 반자연 조건

하에서 포장 시험을 포함한다.이 기 은 과실 리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여 식물을

보호하기 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이 기 은 ISPM를 참고한다. ISPMs는 IPPhttps://www.ippc.int/core-activities/

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SPM 26(과실 리(Tephritidae)무발생지역 설정)의 부록 1과 부록 2는 이 기 에도

용된다.

용어정의

본기 에 사용된식물 생용어는ISPMNo.5(Glossaryofphytosanitaryterms)에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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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SPM 5의 정의에 더하여 이 기 에서는 다음의 정의가 용된다:

(과실 리에 한 과실의)기주 상태 어떤 과실 리 종에 하여 자연 기주,

조건부 기주 는 비기주인 식물종 는

품종을 구분

(과실 리에 한 과실의)자연 기주 자연 조건에서 상 과실 리 종에 의해

과학 으로 감염되고 생육할 수 있는

(viable)성충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

원(sustain)하는 것으로 밝 진 식물종

는 품종

(과실 리에 한 과실의)조건부 기주 자연기주는 아니나,이 기 에서 설정된

반 자연 인 포장 조건에서 상 과실

리에 의해 감염되고 생육할 수 있는

(viable)성충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

(sustain)하는 것으로 과학 으로 밝 진

식물종 는 품종

(과실 리에 한 과실의)비기주 자연 조건 는 이 기 에서 설정된 반

자연 인 포장 조건에서 상 과실 리

종에 의해 감염되지 않거나 생육할 수 있는

(viable)성충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 진 식물종 는 품종

요건의 개요

이 기 은 특정 과실의 특정 과실 리 종에 한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기술하며,세 개의 기주 상태 카테고리를 지정 한다:자연기주,조건부

기주와 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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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상태를 결정하는 요건들은 다음을 포함 한다:

- 과실 리 종,실험 과실과 포장실험인 경우 알려진 자연기주의 조

(control)과실의 정확한 분류동정

- 기주 상태를 결정하고 평가할 과실의 (생리 포함)상태를 설명하기 하여

성충과 유충 과실 리 찰의 상세 내용(specification)과 반자연 포장 조건

하 실험 설계 ( ,포장 이지,온실 는 과실이 달린 가지 지 우기)

- 각 발달 단계별 과실 리 생존 찰

- 기주 상태 결정을 한 과실 보 취 차 확립

- 실험 데이터 평가와 결과 해석

배경

과실 리는 경제 으로 요한 병해충이고 무역에서 기주 과실의 이동을 허용

하기 하여 식물 생조치 용이 자주 요구 된다 (ISPM 26;ISPM 30(과실

리(Tephritidae)병해충 발생 지역 설정);ISPM 35(과실 리(Tephritidae)병해충

험 리를 한 시스템 근)). 과실의 기주상태는 병해충 험분석의 요

한 요인이다 (ISPM 2(PRAframework);ISPM 11(검역병해충 PRA)). 그러므로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 카테고리와 차가 조화되어야 한다.

기주 상태는,생물학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요하다.

기주 상태가 불확실할 경우,과실 리에 한 과실의 기주 상태를 결정하기 한

조화된 지침을 NPPO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추가의 유충 포장 찰 는 포장

시험 필요 없이,역사 증거,병해충 검출 기록과 과학 문헌이 일반 으로 기주

상태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그러나 역사 인 기록,출 된 보고가 때로는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를 들면;

- 과실 리 종과 식물종 는 품종이 잘못 동정되고,확인을 한 표

표본이 없음

- 수집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움 ( ,(1)어떤 과수에 설치된 트랩

에서 잡힘 (2)손상된 과실 (3)과실 내부에서 유충을 단순 발견 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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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간 교차 오염에 근거한 기주 상태)

- 요한 세부사항이 없음 ( ,품종,성숙 상태,수집 당시 과실의 물리

상태,과수원의 생 상태)

- 유충이 살아있는 성충까지 발달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음

과실 리의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종합 인 시험이 과학 인 문헌에

이미 문서화되어 있다. 그러나 문용어나 방법론의 일 성이 없는 것이 과실

리의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데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과실 리의 기주 상태

결정을 한 문용어,방법과 평가 범주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국가와 과학자들

간의 일 성에 도움이 된다.

과실 샘 링에 의한 찰이 자연기주 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믿을만한 방법이다.

과실 샘 링에 의한 자연 감염 찰은 과실 리의 자연 행동(natural

behaviour)을 방해하지 않고,과실 리의 과실 내 다양성,과실 리의 행동과 활동

기간을 높게 고려한다. 과실 샘 링은,해당 과실이 해당 과실 리의 기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해당 과실이 과실 리가 생육할 수 있는 성충(viable

adults)까지 발달을 부양할 수 있는지),과실의 수집과 과실에 있는 과실 리의

사육을 포함한다.

반자연 인 조건에서의 포장시험은 과실 리가 자연 산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과실은 나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동안 빨리 썩지

않는다. 그러나 반자연 조건에서 포장 시험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고 환경

변이조건에 의하여 보완(compromise)될 수도 있다.

상 과실 리 종과 과실의 생리 조건이 비슷한 경우,특정 지역에서 실시된 포장

시험 결과는 비교 가능한 지역으로 외삽(extrapolated)될 수도 있으므로,한 지역에서

결정된 과실 리 기주 상태는,유사하지만 분리된 지역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일반 요건

어떤 과실이 속하는 3개 범주(자연 기주,조건부 기주와 비기주) 하나의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흐름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다음 순서를 거쳐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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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Fig.1):

A. 존재하는 생물학 는 역사 인 정보가 해당 과실이 감염과 생육 가능한

성충 발달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더 이상의 조사 는

포장 시험이 필요지 않으며 식물은 비기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B.존재하는 생물학 는 역사 인 정보가 해당 과실이 감염과 생육 가능한

성충 발달을 지원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더 이상의 조사 는 포장

시험이 필요지 않으며 식물은 자연 기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C.존재하는 생물학 는 역사 인 정보가 결론 내리기 힘든 (inconclusive)

경우,과실 샘 링에 의한 정한 포장 찰 는 포장 시험이 기주 상태를 결정

하기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찰과 시험은 다음의 결과 하나로 결론이

날 수 있다.

C1.과실 샘 링에 의한 포장 찰 결과,생육 가능한 성충까지 발달하는 감염이

발견되면 해당 식물은 자연 기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C2.과실 샘 링에 의한 포장 찰 결과,감염이 발견되지 않았고,해당 과실이

감염될 잠재성이 있다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을 경우,무역 상인 상품의

생리 ,품종,성숙 단계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식물은 비기주로 분류될

수 있다.

C3.과실 샘 링에 의한 포장 찰 결과 감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가용한 생물

학 는 역사 정보가 해당 과실이 감염될 잠재성이 있는 것을 보여 때,

상 과실 리가 특정 과실종 는 품종에서 생육 가능한 성충까지 발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반자연 상태에서 추가의 포장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C3a.해당 과실 리 종이 생육 가능한 성충으로 발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물은

비기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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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b.해당 과실 리 종이 생육 가능한 성충으로 발달할 경우 해당 식물은 조건부

기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림 1.과실 리의 기주 상태 결정 단계

11



- 12 -

특별 요건

기주 상태는 자연 감염을 나타내는 역사 인 생산 기록 는 무역 는 검출

데이터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역사 인 데이터가 분명한 기주 상태 결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자연 감염과 생육 가능한 성충으로 발달 증거를 수집하기

하여 과실 샘 링에 의한 찰을 실시하여야 하거나 는 반자연 조건에서

포장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찰에 의한 기주 상태가 과학 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는 어떤 과실이 조건부 기주인지 비기주인지 결정하기 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반자연 포장 조건 하에 수행되는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험실의 인공 인 조건에서는,빠른 생리 변화가 진행되는 수확된 과실에

과실 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욱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 기주 상태를

결정하기 하여 실험실 검사에서 감염을 검출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인공 인 조건에서는 다식성 종의 암컷은 거의 제공된 아무 과일에나

알을 낳는 것으로 리 보고되고 있으며,많은 경우 유충은 생육 가능한 성충으로

발달한다. 그러므로 실험실 검사는 비기주 상태를 보여 주는데는 충분할 수

있으나 자연 는 조건부 기주 상태를 보여주는 데는 부 합하다.

다음의 요인들이 포장 시험 계획을 고려하는데 요하다;

- 식물종( 정할 경우 품종 포함)과 상 과실 리종의 구분

- 생산 지역 내 과실의 물리 ,생리 다양성

- 과실 생산 지역 내에서 이 에 사용된 농약

- 생산지역 체와 련 수확 수출 기간의 상 과실 리 발생

- 과실과 과실 리종의 기주 상태 련 문헌과 기록을 포함하는 련 정보와

이들 정보에 한 비평 인 검토(criticalreview)

- 사용되어질 과실 리 집단(colony)의 원산과 사육 상태

- 조구로 사용될 알려진 자연 기주 종과 품종

- 정할 경우,기주 상태 결정이 필요한 각각의 과실 리 종별 별도의 포장

시험

- 품종 차이가 감염에 한 기주 다양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는 겨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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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각각 품종별 별도의 포장 시험

- 과실 생산 지역 내 포장 시험 배치

- 건 한 통계 용의 이행

1. 과실 샘 링에 의한 찰을 이용한 자연 기주 상태 결정

과실 샘 링은 자연 기주 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믿을 만하다. 자연 기주

상태는,수확 시기에 과실을 샘 링하여 자연 감염과 생육 가능한 성충 발달

확인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과실 샘 링은 생리 ,물리 상태뿐 아니고 생산 지역과 환경 조건의 범 를

나타내어야 한다.

2. 반자연 조건에서 포장 시험을 사용한 기주 상태 결정

포장 시험의 목 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기주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과실의 기주

생태를 결정하기 함이다. 시험은 포장 이지,온실(유리, 라스틱,망실

포함)과 과일이 달린 가지에 지 우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반자연 조건 포장 시험에서 어느 하나의 반복에서든 생육가능한 성충이 출 하는

것은 해당 과실이 조건부 기주인 것을 말한다.

다음은 포장 시험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요인들의 개요이다.

2.1 과실 샘 링

다음 요건들은 포장 시험에서 과실 샘 링에 용된다.

- 가능한 경우,샘 링은 감염이 의심되는 과실을 목표로 해야 한다.그 지

않으면 샘 링 방법은 임의(randomness)와 반복의 원칙에 기 하고 통계

분석 실시에 당해야 한다.

- 기간,생육기 당 반복(repetitions)수,반복구(replicates)수는 기간과 생산

지역에 걸친 표 과실 리와 과실의 변이(viability)를 고려해야한다. 한

이른/늦은 수확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과실이 이동하도록 제안된 지역을

표하여야 한다.필요한 과실의 개수와 무게와,유효성과 정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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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한 시험당 반복수는 정해져야 한다.

2.2 과실 리

다음의 요건이 포장 시험에 사용되는 과실 리를 얻는 운 차에 용된다:

- 포장 시험에 사용되는 과실 리의 분류학 동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voucher표본이 보 되어야 함

- 발달의 정상 인 기간과 특정 생산 지역에서 알려진 기주를 포함하는,

상 과실 리종의 기본 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함

- 포장 시험에서 야생 집단 사용이 이상 임.야생 리 충분한 숫자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가능할 경우 시험 개시 시 5세 이상 경과하지 않은

집단이 사용되어야 함. 과실 리 집단은 기질(substrate)에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험에 사용되는 세 는 통상 인 산란 행동을 보장하기 하여

자연 기주에서 사육되어야 함. 실험 반복에 사용되는 리는 동일한

집단과 세 ( ,cohort)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과실 리 콜로니는 가능하면 상 과실과 동일한 지역에서 온 것이어야 함

- 산란 기(pre-oviposition),산란,교미 기간은 포장 시험 에 구명되어,

교미된 암컷 리가 생식 잠재력 최성기에 과실에 노출되어야 함.

- 암 수 성충의 나이는 교미 날짜와 포장 시험 시작에 기록되어야 함.

- 과실 당 필요한 교미된 암컷 숫자는 과실 크기,암컷의 생식력과 포장 시험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반복 시험당 과실 리 수는 과실 리 생물학,

노출될 과실 양과 다른 포장 시험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상 과실 리 종에 한 과실의 노출 시간은 과실 리의 산란 습성에

근거하여야 함

- 개별 암컷 리는 한번만 사용해야함

- 포장 시험 동안 죽는 성충 수는 기록되어야 하고,죽은 과실 리는 같은

집단과 세 (즉 cohort)의 살아있는 성충으로 교체되어야 함.성충이 많이

죽는다는 것은 조건이 합하지 않거나 ( ,고온) 는 포장 시험 과실의

오염( ,살충제 잔류)을 나타낼 수도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시험은 더

합한 조건에서 재실시 되어야 함

재실시 된 포장 시험에 쓰인 과실 리는 유사한 생리 나이여야하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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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3 과실

포장 시험에서 사용되는 과실에는 다음 요건이 용된다. 과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이동할 과실과 같은 종과 품종

- 이동할 과실과 같은 생산 지역 는 생산지역을 표하는 지역

- 과실 리에 해로운 살충제,미끼,먼지,다른 과실 리와 병해충이 없음

- 기계 는 자연 피해가 없음

- 색,크기,생리 조건에서 특정 상품 등

- 정한 경우 특정 성숙단계 ( ,건물 는 당함량)

2.4 조구 (controls)

모든 포장 시험에서,알려진 성숙 단계에서 자연기주로 알려진 과실이 조구로

필요하다. 이들은 상 과실 종과는 다른 종 는 속(genera)일 수도 있다.

과실은 시험 에 감염되어서는 않된다( . 지 우기에 의해 는 무발생

지역산). 조구와 실험 반복( 조구 포함)에 사용되는 과실 리는 동일 집단과

세 (즉 cohort)여야 한다.

조구는 다음을 하여 사용 된다:

- 암컷 리가 생식 으로 성숙하고,교미되고,정상 인 산란 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

- 자연 기주에서 일어나는 감염 수 확인

- 포장시험 조건 하에서,자연기주에서 성충 단계까지 발달하는 시간 확인

- 감염을 한 환경 조건이 정하다는 것을 확인

2.5 포장 시험 설계

이 기 에서 포장 시험은 포장 이지,온실 는 과실이 달린 가지에 지 우기를

사용한다. 시험은 과실의 물리 ,생리 조건이 어떻게 기주 상태에 향하는

지를 평가하는데 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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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달린 체 식물 는 과실이 달린 식물의 일부를 둘러싼 형 망(mesh)

포장 이지에 과실 리가 방사된다.다른 방법으로는,과실을 달린 식물이 있는

온실 안으로 과실 리를 방사할 수도 있다. 과실이 달린 식물이 내부에 심겨

질 수도 있고 는 시험을 하여 화분에 심어서 넣어질 수도 있다. 암컷 과실

리가 찰하기 하여 특별한 닫 진 시설 내에 인 으로 갇 있으므로

조건부 기주 과실에 산란하도록 강제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요

하다.

포장 시험은 다음과 같이 과실 리 활동,특히 산란에 합한 조건 하에서 실시

되어야한다.

- 포장 이지와 온실은 정한 크기여야하고,성충과 시험 식물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야하고,공기 순환이 정히 되어야하며,산란 행동이 잘되는

조건이 허용되어야 함.

- 성충에게 만족스럽고 충분한 먹이와 물이 제공되어야 함

- 환경 조건은 당해야하고 포장 시험 기간 기록되어야 함

- 산란 증 에 도움이 되면 수컷을 암컷과 함께 이지 는 온실에 넣을

수 있음

- 시험 시작 상 과실 리 종의 천 은 이지에서 제거되어야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어야 함

- 이지는 다른 과실 소비자( .새,원숭이)로부터 안 해야함

- 조구는 알려진 자연기주의 과실을 식물의 가지(실험 상 과실이 있는

가지가 아닌)에 매달 수 있음. 시험이 선호도 실험이 아니므로, 조구는

실험 상 과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별도의 포장 이지,온실 는

과실이 달린 가지 지 우기)

- 실험 상 과실은 식물에 자연 으로 달려 있어야 하며,포장 이지, 지

는 온실 안에서 과실 리에 노출됨

- 식물은 과실 리에 해로운 화학물의 방해로부터 가능하면 제외된 조건 하에

재배되어야 함

- 반복구는 실험 단 에서 지 하나 는 단일 이지,선호하기로는 식물

하나이어야 함

- 과실 리가 죽는 것이 모니터링 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죽은 리는,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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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실 리 발생을 유지하기 하여 동일 집단과 세 (즉 cohort)의 살아

있는 리로 즉시 체되어야함

- 과실은 상업 조건 는 정상 인 식물과 과실 자랄 수 있는 크기의 용기

에서 재배되어야 함

- 산란을 한 정해진 노출 시간 후에는 과실은 식물에서 제거되어 무게를

달고 과실의 숫자와 무게가 기록되어야 함

신뢰도를 달성하기 한 표본 크기는 과학 인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미리 결정

되어야 한다.

3.과실 리 발달과 출 (emergence)을 한 과실 취

조구 뿐 아니고 자연 상태,반 자연 상태(포장 시험)에서 수집된 (과실 샘 링에

의한 찰)과실은 유충의 발달이 완료될 때까지 보 해야한다.이 기간은 온도와

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과실 취 과 보 조건은 과실 리 생존을 최 화

하고,샘 링 방법 는 포장 시험의 실험설계에 명시되어야 한다.

과실은 다음과 같은 번데기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내 는 용기에 보 하여야 한다:

- 당한 온도와 상태 습도

- 정한 용화(蛹化)배지

더 나아가서,조건은 유충과 번데기의 정확한 수집과 과실로부터 생육 가능한

성충의 출 을 지원해야한다.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과실이 보 된 시설의 일일 물리 조건 ( ,온도,상태 습도)

- 시험 상 과실과 조구로부터 나온 애벌 와 번데기의 숫자와 날짜:

· 보 기간 종료 후에는 배지는 체로 쳐야 할 것임

· 보 기간이 종료되면 과실은 버리기 살아 있거나 죽은 유충

는 번데기가 있는지를 보기 하여 잘라 야 함;과실 부패 상태에

따라서 유충이 정한 용화 배지로 옮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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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의 모두 는 일부는 무게를 달고 비정상인지 기록해야함

- 비정상 성충을 포함하는 종 별 성충의 출 날짜와 숫자

4. 데이터 분석

유충 찰과 포장 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다음을 결정하기 하여 정량 으로

분석해야 한다:

- 특정 신뢰수 에서 감염 정도 (,과실 당 유충의 숫자,과실 무게 당 유충

숫자,감염된 과실 비율)

- 유충과 번데기 발달 기간과 살아 있는 성충 수

- 성충 출 비율

5. 기록 보 과 출

NPPO는 기주 상태를 결정하기 하여,다음을 포함하는 유충 포장 찰과 포장

시험의 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상 과실 리의 학명

- 식물 종의 학명 는 품종명

- 과실의 생산 지역 치 (지리학 조건 포함)

- 상 과실 리의 voucher표본의 장소 (공식 수집에 보 할)

- 포장 시험에서 사용된 과실 리 집단의 원산(origin)과 사육

- 과실 리에 의한 감염을 한 실험 과실의 물리 ,생리 상태

- 실험 설계,수행된 시험,날짜,장소

- raw data,통계 계산과 결과 해석

- 사용된 주요 문헌

- 과실 리,과실 는 기주 상태에 특이 인 사진을 포함하는 추가 정보

기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국이 NPPO에 제공해야 한다.

연구는 가능한 한 학술지에 원회에서 검토되고 출 되거나 는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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