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astrepha ludens, 멕시코과실파리 숙주 목록, 2021년 7월 

(2021년 7월 14일 연방 명령 DA-2021-17에서 발췌) 

다음 식물 종의 베리류,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는 이제 멕시코과실파리에 대한 

규제(숙주) 품목으로 간주되며 7 CFR 301.32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목록에 있는 

규제 품목의 모든 변종, 아종 및 잡종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적합한 숙주로 

간주됩니다. 
 

학명1 보통명 

Anacardium occidentale L. 캐슈넛 

Annona cherimola Mill. 체리모야, 커스터드 애플 

Annona cherimola Mill. × Annona reticulata L. 아떼모야 

Annona liebmanniana Baill. 껍질이 단단한 커스터드 애플 

Annona reticulata L. 커스터드 애플 

Annona squamosa L. 슈거애플 

Carica papaya L. 파파야 

Casimiroa edulis La Llave & Lex. 멕시코사과, 화이트 차포테 

Casimiroa greggii (S. Watson) F. Chiang 옐로우 차포테 

Casimiroa sapota Oerst. 마타사노 

Citrus spp. 오렌지콰트, 프로시메쿼트 

Citrus ×aurantiifolia (Christm.) Swingle 라임, 키 라임, 멕시칸 라임, 사워 라임, 리마 

Citrus ×aurantium L. 비터 오렌지, 클레멘타인, 사워 오렌지, 

탄젤로 

Citrus ×aurantium L. var. sinensis L. 블러드 오렌지, 커먼 오렌지, 네이블오렌지, 

스위트오렌지,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Citrus deliciosa Ten. 만다리나, 이탈리안 탠저린 

Citrus ×limon (L.) Osbeck 드워프 레몬, 캔톤 레몬, 차이니즈 

드워프 레몬, 스위트레몬 또는 라임, 

레드 레몬, 메이어 레몬 

Citrus maxima (Burm.) Merr. 포멜로 

Citrus medica L. 불수감, 시트론, 핑거 시트론 

Citrus ×nobilis Lour. 킹오렌지, 만다리나, 탄골 

Citrus ×paradisi Macfad. 자몽, 포멜로, 또롱하 

Citrus reshni hort. ex Tan 클레오파트라 만다린, 만다리나, 스파이스 

만다린 

Citrus reticulata Blanco 만다린, 스와토오렌지, 탠저린 

Citrus unshiu Marcow 만다린, 사츠마 오렌지 

Coffea arabica L. 커피, 아라비아 커피 

Cydonia oblonga Mill. 모과, 멤브리요 

Diospyros kaki Thunb. 감, 카키(Caqui), 카키(kaki) 

  



Inga inicuil Schltdl. & Cham. ex G. Don 아이스크림콩, 알고돈씨요, 찰라후이트 

Inga micheliana Harms 찰룸 

Malus domestica (Suckow) Borkh. 사과, 만자나 

Malus pumila Mill. 파라다이스 애플 

Mammea americana L. 마메이, 마미애플, 열대 살구 

Mangifera indica L. 망고 

Melicoccus oliviformis Kunth 과야 

Passiflora edulis Sims 패션프루트, 릴리코이, 파차, 퍼플 그라나딜라 

Persea americana Mill. 아보카도2 

Prunus persica (L.) Batsch 두라스노, 복숭아 

Psidium cattleyanum Sabine var. littorale 
(Raddi) Fosberg 

스트로베리 구아바, 옐로우 구아바 

Psidium guajava L. 구아바 

Punica granatum L. 석류 

Pyrus communis L. 배 

Sideroxylon capiri (A. DC.) Pittier 단토 아마릴로 

Sideroxylon capiri (A. DC.) Pittier subsp. 
tempisque (Pittier) T. D. Penn. 

단토 아마릴로, 템피스크 

Spondias purpurea L. 레드 및 퍼플 몸빈, 오보, 스페인 자두, 호꼬떼 

Syzygium jambos (L.) Alston 잠보스, 로즈애플, 얌보 

Terminalia catappa L. 인도아몬드 
 

1굵은 글씨의 숙주가 목록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신선하고 숙성된 녹색 품종의 '하스' 아보카도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