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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식물 필수유를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

요약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의 상승적 및 잔류적 혼합물을 함유하거나,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공
지의 활성 살충 화합물과의 혼합물 중에 함유하거나, 또는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살충 조성물중에 활성 
성분으로서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화합물, 예를 들어 소위 신호 전도 조절제와의 혼합물 중에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의 살충적으로 유효한 양을 해충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 해충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계된다.
    

색인어
제충국, 알레트린, 피레트로이드, 크리산템산, 프로파르기트

명세서

본 출원은 1998년 7월 28일자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094,463호, 1998년 9월 16일자 미국 가출원 일련 번호 제
60/100,613 및 1999년 3월 3일자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122,803호(그 전문을 참고로 본문에 삽입함)에 관계
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살충 조성물, 특히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상승적(synergistic) 및 잔류
적(residual) 살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 측면에서, 본 발명은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의 상승적 혼합물
을 함유하는 상승적 살충 조성물에 관계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특정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과 함
께 혼합적으로 공지의 활성 살충제 화합물을 함유하는 상승적 살충 조성물에 관계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특
정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공지의 활성 살충제 화합물과 함께 혼합적으로 함유하고, 또한 이전에는 살충 
조성물의 활성 성분으로서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화합물들, 예를 들어, 제약 기술분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신호 전도 조절제(signal transduction modulator)와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는 잔류적 살충 조성물에 관계된다. 
추가적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기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을 해충의 제어가 필요한 위치에 살충적으로 유효한 양
을 가하는 것에 의해 해충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해충(무척추동물, 곤충, 거미류, 진드기, 이의 유충 등)은 수많은 이유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다. 인간은 작물의 
손실 및 이들의 제어에 매년 수십억 불 이상의 비용을 들인다. 예를 들어, 농업 환경에서 해충으로 인한 손실은 작물 생
산량의 감소, 작물 질의 하락 및 수확비용의 증가를 포함한다.

    
수년 동안, 합성 화학 살충제가 해충 제어에 유효한 수단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이전의 접근으로는, 미국 특허 번호 
제4,376,784호 및 제4,308,279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복합적, 유기 살곤충제의 사용이 있다. 기타 기존의 접근법에서
는 곤충의 광범위한 탈수를 위하여 흡수성 유기 중합체를 사용한다. 미국 특허 번호 제4,985,251호, 제4,983,390호, 
제4,818,534호, 제4,983,389호 참고. 미국 특허 번호 제2,423,284호 및 제4,948,013호, 유럽 특허 출원 번호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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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호, 화학 초록집 119(5):43357q(1993) 및 농장 화학물질 핸드북(페이지 c102; 1987)에 개시된 바와 같이, 살
충제의 성분으로서 또한 무기염의 사용이 시도되었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합성 화학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인간 및 기타 다른 동물들에게도 해로운 유해한 환경적 효과
를 야기함이 명백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들은 음식, 지하수 및 환경에 잔존하고, 독성, 발암적 또는 여러가지로 인
간, 가축동물 및(또는) 어류와 양립할 수 없는 잔류 화학물질의 양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부 표적 해충은 
흔히 사용되는 많은 합성 화학 살충제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능력을 보이기조차 한다. 최근에는, 특정 합성 살충제의 사
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덜 유해한 살충 조성물의 개발을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효과적인 살충제의 제거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조절을 위한 선택을 제한하였다. 대안으로서, 식물
성 살충제는 천연 살충제, 즉 인간 및 환경에게 안전한 식물로부터 유도된 독성제가 큰 관심을 모았다. 역사적으로, 담
배, 제충국(除蟲菊), 데리스, 크리스마스로스, 소태나무, 장뇌, 및 테레빈과 같은 식물성 살충제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식물성 살충제 중, 제충국(코카시안 제충국, 달마티아 제충국, 살충제 국화, 천연 제충국 및 피레트린으로도 알려
짐)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케냐 및 에쿠아도르에서 생장하는 크리산테뭄(국화)의 꽃에서 추출된 제충국은 즉각적인 마비를 야기하는 현상적인 속
도로 곤충에게 작용하고, 효과적인 살충 농도에서 인간 및 온혈동물에게 무시할만한 독성 작용을 미친다. 그러나, 피레
트린의 산업 또는 농업 용도로의 이용은 몇가지 단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직사 광선에 노출되면 즉시 분해되기 
때문에 빈번한 처리를 요구한다. 피레트린은 또한 어류, 파충류와 같은 냉혈동물에게는 신경독성을 갖는다. 나아가, 피
레트린의 공급은 제한적이고, 천연제품을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가공이 요구되고, 대규모 생산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피레트린을 다른 상승물질과 함께 제제화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초기 마비된 곤충들이 곧 다시 살아나 해
충이 된다.
    

    
상승물질은, 비록 사용되는 용량에서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갖지 않지만, 이들을 살충제와 조합시키면 살충제의 독성 
효과를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다. 상승물질은 날으는 곤충의 제거를 위한 빠른 녹다운 해충제의 활성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주방용, 가축용 및 애완용 에어로졸, 예를 들면, 제충국, 알레트린, 및 레스메트린에서 발견
된다. 표적 곤충은 제충국을 공격하여 이를 분해시키는 효소(시토크롬 p-450)을 생산하고, 이로 인해 곤충을 녹다운
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많은 경우 죽이는데는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충국을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에는 상승물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상승물질은 포유동물의 간 및 일부 곤충 조직에서 발견되는 세포내 단위인 마이크로좀에서 생
산되고, 제충국, 알레트린, 레스메트린 등과 같은 다른 살충 화합물을 분해시키는 P-450 의존성 다기질 모노옥시게나
제 효소(PSMOs)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한다.
    

피페로닐 부톡사이드(PBO)가 시판되는 주된 살충제 상승물질이다. 그러나, PBO는 최근 규제 기관 및 기타 단체에서 
면밀히 연구되었던 합성 산물이다. 그 결과 산업계는 태양광에 매우 광안정하고 대부분의 농작물 곤충 해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합성 피레트로이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레트로이드는 피레트린만큼 안전하지 않고, 불
리하게 오랜 기간 동안 환경중에 지속된다. 또한 많은 곤충들이 피레트로이드에 대한 내성을 개발한다.

식물 필수유를 포함하여 곤충 살충제로 사용되는 많은 천연 산물들은, 안정적이지 않고 빨리 분해되고 이에 따라 독성 
잔류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충의 적절한 제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충국과 같은 산물은 살충 조성물내에 
적절히 사용될 때 접촉하는 해충에게 매우 독성적일 수 있으나, 이들은 잔류 특성이 약하고 이로 인해 살충제 적용 빈도 
및 비용의 증가 및 환경에의 노출 위험의 증가로 많은 응용에서 효과적인 살충제가 아니다.

 - 3 -



공개특허 특2001-0079574

 
따라서, 합성 피레트로이드, 염소화 탄화수소, 유기인산염, 카르바메이트 등을 함유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낮은 함량
으로 함유하는 새로운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에 대한 커다란 요구가 있다. 또한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즉, 인
간 및 환경에 안정하고 원하는 정도의 곤충 또는 해충 조절에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되는 상기 살충 조성물의 사용 방법
에 대한 요구가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첫번째 목적은 상승제로서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그 유도체 및(또는) 그 구성성분, 및 1종 이상의 공지된 
통상의 살충 화합물을 함유하는 신규 살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의 상승적 혼합물 또는 블렌드를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그 유도체 및(또는) 그 구성성분, 및(또는) 통상의 살충제를 함유하
는 살충 조성물에 있어서 신호 전도 조절자의 신규 용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다른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활성의 상승적 조성물이 감소된 양에서 여전히 원하는 해충 제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 살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다른 본 발명의 목적은 식물 필수유 및 (또는) 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의 독성 효과를 잔류시키는 작용
을 하는 특정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과 천연 또는 합성의 특정 화합물과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신규, 잔류성 
살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제어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함으로써 해충 성장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해충, 예를 들어 무척추동물, 곤충, 거미류 및 이들의 유충등을 기계적으로 및 신경적으로 제
어하는 살충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안전하고, 비독성인 살충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유쾌한 향기를 갖고, 번거로운 안전성 예방 조치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살충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저렴하게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상기 기술한 살충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해충이 내성을 구축할 수 없는 살충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 및 기타 목적들은, (1) 2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그 유도체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
류적 살충 조성물, (2)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공지된 활성 살충 화합물과 혼합하여 함유하는 상승적 잔
류적 살충 조성물, (3)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을 기존에 살충제 화합물내에서 활성 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
던 화합물, 예를 들면 신호 전도 조절자(억제제 및(또는) 활성제)과 혼합하여 포함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 
또는 (4) 공지된 활성 살충 화합물을 기존에 살충 화합물 중의 활성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신호 전도 
조절자와 같은 다른 화합물과 혼합하여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에 관한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본문
에서, " 신호 전도 조절자" 는 억제제 및(또는) 활성제를 포함하는 의미임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상승
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을 해충 제어가 필요한 부위에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 가함으로써 해충을 제어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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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부수적인 잇점들이 일부 후술하는 기재에서 제시될 것이고, 또는 본 발명의 실시 및 이용으
로부터 습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목적 및 잇점들은 특히 첨부하는 청구항에 열거된 수단들 및 조합에 의해 실현 
및 달성될 수도 있다. 상기 일반적 기술 및 하기 상세한 설명은 예시적이고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고 청구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서 인용한 모든 특허문헌, 특허출원 및 일반 문헌들은 그 전문을 참고로 본문에 삽입한다.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정의들을 포함하는 본 개시내용이 우선할 것이다.

일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적합한 담체 및 임의로 적합한 계면활성제와의 혼합으로, 2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화합물, 
또는 라세미 화합물, 에난티오머, 입체이성질체, 수화물, 염, 용매화물, 대사산물, 아날로그, 호몰로그 등을 포함하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을 제공한다.

    
천연원에서 추출되거나 또는 합성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 각 식물 필수유 또는 그 유도체는 일반적으로 주요 구성성분으
로서, 아시클릭(acyclic) 모노테르펜 알코올 또는 알데히드, 1종 이상의 산소화된 치환기 또는 측쇄를 포함하는 벤젠노
이드 방향족 화합물, 또는 일반적으로 1종 이상의 산소화 치환기를 갖는 6원 고리를 가지는 모노카르보시클릭 테르펜을 
함유한다. 이러한 필수유 또는 그 구성성분들의 예로는, 알데히드 C16(pure), 알파-테르피네올, 아밀 시나믹 알데히
드, 아밀 살리실레이트, 아니식 알데히드, 벤질 알코올, 벤질아세테이트, 시남알데히드, 시니믹 알코올, 카르바크롤, 카
르베올, 시트랄, 시트로넬랄, 시트로넬올, 디메틸 살리실레이트, 유칼립톨(시네올), 유제놀, 이소-유제놀, 갈락속리드, 
게라니올, 구아이아콜, 요오논, d-리모넨, 멘톨, 메틸 안트라닐레이트, 메틸 요오논, 메틸 살리실레이트, 알파-펠란드
렌, 펜니로얄 유, 페릴알데히드, 1- 또는 2-페닐 에틸 알코올, 1- 또는 2-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 피페로날, 피페
로닐 아세테이트, 피페로닐 알코올, D-풀레곤, 페르피넨-4-올, 테르피닐 아세테이트, 4-tert-부틸시클로헥실 아세
테이트, 팀유(화이트 및 레드), 티몰, 트란스-아네톨, 바닐린, 에틸 바닐린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식물 필수유들은 공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당업자가 일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위 신호 전도 조절자의 새로운 용도를 제공한다. 신호 전도 조절자는 제약 분야에서 치료적 유용성 
또는 가능성 있는 물질로서 알려져 있지, 지금까지 살충제 분야에서 유용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은 공지의 활성 살충 화합물 및(또는) 1종 이상의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 및 1종 이상
의 신호 전달 조절자를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신호 전달 조절자로는 시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cAMP)/cA
MP-의존성 단백질 키나제, 티로신 키나제, MEK1 또는 MEK2, 칼슘 포스포리피드-의존성 단백질 키나제(PKC), 미
토젠 화성화된 단백질 키나제군 일원, 칼슘-칼모듈린-의존성 단백질 키나제, 성장인자 수용체, 옥토파민 수용체 등이 
있다. 바람직한 신호 전도 조절자로는, 포르스콜린, PD98059{2-(2-아미노-3-메톡시페닐)-4-옥소-4H-[1]벤조
피란 또는 2'-아미노-3'-메톡시-플라본이라고도 알려짐}, 겔다나마이신, 라벤두스틴 A, 라벤두스틴 B, 라벤두스틴 
C, 제니스테인, 허비마이신 A, 2-히드록시-5-(2,5-디-히드록시벤질)아미노-벤조산, 메틸 2,5-디히드록시신나메
이트, 티르포스틴, 스타우로스로핀, 사이토칼라신 B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유제놀, 알파-테르피네올, 시트로넬랄, 티몰 및 트란스-아네톨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농업용 상승적 살충 조성물을 포함한다. 하기 데이터는 해충에게서 트란스-아네톨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
달 경로를 길항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티몰 및 카르바크롤과 같은 팀 오일 및 팀 오일 유도체의 활성을 상승적으로 증대
시킴을 보여준다.

또다른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알파-테르피네올, 벤질 알코올, 2-페닐에틸 알코올 및(또는) 2-페닐에틸 프로피오
네이트를 함유하는 가정용 해충 제어를 위한 상승적 살충 조성물에 관계된다. 하기 데이터는 본 실시태양이 개별적 식
물 필수유 단독과 비교시, 쏘는 개미, 바퀴벌레에 대하여 증가된 독성을 보이는 등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 5 -



공개특허 특2001-0079574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는,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화합물 및, 천연 곤충살해 화합물, 염소화 탄화수
소, 유기인, 카르바메이트 등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살충제를 적당한 담체 및 임의의 적합한 계면활
성제와 함께 함유하는 상승적 잔류적 살충 조성물에 대한 것이다. 바람직한 살충제로는 알레트린, 아자디라크틴(neem), 
카르바릴, 클로로피리포스, DDT, 펜발로레이트, 말라티온, 페르메트린, 제충국, 레스메트린, 로테논, 피레트로이드, 등
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 및, 피레트롤론, 알레트롤론, 크리산템산, 크리
산테밀 알코올, 시스-쟈스몬, 및 디메틸 술폭시드(DMSO)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구성원을 적합한 담
체 및 임의로 적합한 계면활성제와 함께 함유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을 포괄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 살충제 및 신호 전도 조절자를 함유하
는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에 관계된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제 화합물이 예기치 않게 치사량 이하의 처방요법에서 우수한 살충 활성을 
보임(즉, 개별 화합물들 보다 적은 양으로 살충 활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당업자는 본 발명의 상
승적 및 잔류적 화합물이 예기치 않게 연장된 기간 동안 살충 활성을 보임(즉, 잔류 살충제로서 천연 화합물은 그 자체
로는 잔류 살충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거의 약하게 보임)을 이해할 것이다. 하기 이론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식물 필수유는 해충의 신경 수용체를 길항하거나 P-450 억제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또는, 식물 필수유는 
대체 작용 모드를 통하여 작용할 수도 있다.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와 혼합되는 살충제가 제충국인 경우, 제충국은 해
충 큐티클의 투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식물 필수유의 해충 신경 수용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믿어진다. 또한, 
또다른 가능성은 제충국 및 기타 살충제는 식물 필수유를 생화학적으로 상승시킨다. 살충제는 또한 곤충 대사에서 에너
지 레벨을 파괴시켜 소위 옥토파민 작용제의 길항적 활성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본문에 개시된 발명적 상
승적 화합물의 증가된 독성 및 상승적 활성의 순 영향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예기치 않은 것이다.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의 사용은 접촉시 100% 살생을 가져오고, 2주 이상의 독성 잔류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은 농업, 유기 농장, 가정, 전문적 해충 조절, 애완용 동물 깔개, 관엽적 응용, 지하수 또는 수중 응용, 고체 
처리, 토양 혼입적 응용, 묘목박스 처리, 줄기주사 및 식물 처리, 장식품, 및 흰개미, 모기, 쏘는 개미, 두발 이, 집먼지
진드기 제거용 등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제한적이지 않은 용도에 살충제로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식물에 있어서, 본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은 비에 의한 마모, 자외선에 의한 분해, 산화, 또는 습기의 존재에서의 
가수분해를 포함하는 풍화작용, 또는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의 원하는 살충 특성을 물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 특성에 원하지 않는 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분해, 산화 및 가수분해에 내성적이다. 
본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분무 체제의 어떤 다른 구성성분들과도 양
립가능하고, 이들은 식물의 종자 또는 뿌리에 해를 주지 않고 파종시 토양에 또는 식물의 뿌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은 기타 살충적으로 활성인 화합물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본문에서 " 담체" 라는 용어는, 무기 또는 유기 및 합성 또는 천연 기원의 것일 수 있고, 활성 화합물을 이 담체와 함께 
혼합하거나 또는 제제화하여 식물, 종자, 토양 또는 기타 처리 대상, 또는 그 저장, 이동 및(또는) 핸들링을 용이하게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살충제, 제초제 또는 항균제 조성물에서 담체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본 발명에의 사용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혁신적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 조성물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상
기 고체 및(또는) 액체 분산성 담체 비히클 및(또는) 기타 공지의 양립가능한 활성제, 특히, 기타 살곤충제, 살거미제, 
살진드기제, 선충제거제, 살진균제, 박테리아 제거제, 설취류 제거제, 제초제, 비료, 성장조절제 등과 같은 식물 보호제
와 함께 혼합물의 형태로, 또는 원한다면, 이로부터 제조된 특정 응용을 위한 특정 용량의 제조 형태, 예를 들어,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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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젼, 현탁제, 분말, 페이스트 및 과립과 같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
류적 살충 조성물은 원한다면, 통상적인 살충성 제제 또는 조성물에 사용가능한 유형의 통상적인 불활성(식물 양립가능
성 또는 제초적으로 불활성)인 살충제 희석제 또는 팽창제, 예를 들어, 통상적인 가스, 용액, 에멀젼, 현탁제, 에멀젼화 
가능한 농축액, 분무 분말, 페이스트, 가용성 분말, 집진제, 과립, 거품제, 페이스트, 정제,에어로졸, 활성 화합물과 혼입
된 천연 및 합성 물질, 마이크로캡슐, 종자에 사용되기 위한 코팅 조성물 및 발염성 카트리지, 발포성 캔 및 발포성 코일
뿐만 아니라 ULV 냉풍 안개 및 온풍 안개 제제와 같은 버닝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제제 등과 함께 혼합되어 제제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제는,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을 통상적인 살
충제 분산액 담체 및(또는) 분산가능한 고체 담체와 함께 담체 비히클 보조제, 예를 들어, 에멀젼화제 및(또는) 분산제
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살충제 계면활성제의 사용으로 희석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물이 희석제로 사용될 때는 유기 용매
를 보조 용매로서 첨가할 수 있게 하는 임의의 공지의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적당한 액체 희석제 또는 담체로는 물, 
석유 증류제품,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갖거나 갖지 않은 액체 담체를 포함한다. 분산제 및 에멀젼화제의 선택 및 사용
되는 양은 본 조성물의 특성 및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는 물질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
다. 일반적으로, 에멀젼화된 본 발명의 조성물이 식물에 적용된 후 비, 안개, 이슬 등이 이를 다시 에멀젼화시키거나 식
물로부터 이를 씻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에서 원하는 분산도를 얻으면서도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상기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이온성, 또는 양이온성 분산제 
및 에멀젼화제가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알킬렌 옥사이드와 페놀 및 유기산과의 축합 산물, 알킬 아릴 술포네이트, 
복합 에테르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비광독성 용매에 용해시키고,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을 적합한 계면활성제 및 분산제
와 함께 물 중에 분산시켜 액체 농축액을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을 위한 통상적인 담체 비히클의 예로는, 통상의 온도 
및 압력에서 프레온과 같은 기체인 에어로졸 추진기; 방향족 탄화수소, 예를 들어 벤젠, 톨루엔, 크실렌, 알킬 나프탈렌 
등, 할로겐화, 특히 염소화된 지방족 탄화수소, 예를 들어, 클로로-벤젠 등, 시클로알칸, 예를 들어, 시클로헥산, 등, 파
라핀, 예를 들어, 석유 또는 광유 분획, 염소화 지방족 탄화수소, 예를 들어, 메틸렌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틸렌, 등, 알
코올, 예를 들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글리콜, 등 및 그 에테르 및 그 에스테르, 예를 들어,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 등, 아민, 예를 들어, 에탄올아민, 등, 아미드, 예를 들어, 디메틸 포름아미드 등, 설폭사이드, 예를 들어, 
디메틸 설폭사이드, 등, 아세토니트릴, 케톤, 예를 들어,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시클로헥사논, 
등 및(또는) 물과 같은 불활성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불활성 분산성 액체 희석 담체, 및 지하 천연광물, 예를 들어, 고령
토, 점토, 질석, 알루미나, 규토, 석회, 즉, 탄산 칼슘, 활석, 아타펄자이트, 몬모릴로나이드, 규조토 등, 및 지하 합성 광
물, 예를 들어, 고분산성 규산, 규산염, 예를 들어, 알칼리 규산염 등과 같은 불활성 분산성 미세분 고체 담체를 포함하
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 즉 통상적인 담체 비히클 보조제는, 비제한적으로, 비이온성 및(또는) 음이
온성 에멀젼화제, 예를 들어 소듐 도데실 벤젠 술포네이트, 지방산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에테르, 지방 알코올의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 에테르, 알킬 설페이트, 알킬 설포네이트, 아릴 설포네이트, 알부민 가수분해산물 등과 같은 에멀젼화
제, 및 특히 알킬 아릴폴리글리콜 에테르,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소듐 올리에이트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살곤충제를 수-기재 또는 오일-기재 현탁제로서 제조할 수 있다. 알려진 양의 활성 물질을 
콜로이드 밀, 웨어링 혼합기, 고속 균질화기 또는 라이트닝 혼합기와 같은 기계로 전달되는 고속 교반을 이용하여 물 또
는 오일중에 분산시킬 수 있다. 상기 시스템들은 매우 큰 에너지를 액체에 부여함으로써 다른 액체 사이로 분산되는 액
체의 매우 작은 드롭(drop)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물이 연속상이면, 수-기재 현탁액이 된다. 연속상이 오일이면, 
오일-기재 현탁액이 된다. 1종 유체의 다른 유체로의 분산을 돕기 위하여 에멀젼화제 및 분산제가 부가될 수 있다. 상
기 제제는 비이온성 및(또는) 음이온성 에멀젼화제(예, 지방산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에스테르, 지방 알코올의 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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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렌 옥사이드 에테르, 알킬 설페이트, 알킬 설포네이트, 아릴 설포네이트, 알부민 가수분해산물 등 및 특히, 알킬 아릴
폴리글리콜 에테르)일 수 있다. 상기 혼합물을 안정화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방울의 응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체 
점도를 잔탄검, 폴리아크릴아미드 또는 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물질, 및 아타펄자이트, 벤토나이트 또는 비이검(vee
gum)과 같은 팽창 점토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현탁된 입자의 바람직한 입자 크기는 3 내지 5 마이크론이다. 활성 물질
의 농도는 0.01 내지 70%일 수 있고,약 1 내지 50% w/w의 통상적인 농도일 수 있다.
    

    
가용성 분말, 가루 제제 또는 과립 제제의 제조에서, 활성 성분은 적당히 분리된 담체내 또는 담체 상에 분산된다. 가용
성 분말 제제에 상기한 분산제 및 리그노술포네이트가 포함될 수 있다. 가루는 활석, 무정형 또는 발연 실리카, 아타펄
자이트 점토, 고령토, 규조토, 파이로필라이트, 석회, 규조토, 질석, 인산칼슘, 탄산 칼슘 및 탄산 마그네슘, 황, 소맥분 
및 기타 살충제를 위한 담체로서 작용하는 유기 및 무기 고체와 같은 미세분 고체와 상기 조성물의 혼합물이다. 상기 미
세분 고체는 바람직하게는 약 50 마이크론 미만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다. 곤충 제어용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가루 조
성물은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 1중량부 및 규조토 또는 질석 99 중량부를 포함한다. 과립은 다공성 또는 비다공성 입
자를 함유할 수 있다. 과립 입자는 비교적 크고, 전형적으로 약 400-2500 마이크론의 직경을 갖는다. 상기 입자는 용
액으로부터 본 발명의 살충 조성물로 피복되거나 침윤된다. 입자는 살충적으로 유효한 양으로서, 일반적으로 0.05 내지 
15%,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의 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벤토나이트, 백토, 고령토, 점토, 활석, 석회, 석영, 
아타펄자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또는 규조토와 같은 지하 천연 광물, 질석, 및 고분산성 규산, 알루미나, 및 규산염과 같
은 지하 합성 광물, 방해석, 대리석, 경석, 해포석 및 백운석과 같은 분쇄 및 분획된 천연암 뿐만 아니라 유기 및 무기 
밀의 합성 과립,, 땅콩껍질, 종이쓰레기, 톱밥, 코코넛 껍질, 옥수수 속, 담배 줄기와 같은 유기물질의 과립을 포함하는 
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천연 및 합성 중합체(예를 들어, 아라비아검, 폴리비닐 알코올 및 폴리
비닐 아세테이트) 등과 같은 접착제가 분말, 과립 또는 에멀젼화 가능한 농도 형태의 제제에 사용될 수 있다.
    

원한다면, 무기 안료, 예를 들어, 산화철, 산화티타늄, 및 프루시안 블루, 및 알리자린 염료, 아조 염료 또는 금속 프탈
로시아닌 염료와 같은 유기 염색물질, 및 철, 망간, 보론, 구리, 코발트, 몰리브덴 및 아연과 같은 소량 원소들이 사용될 
수 있다.

    
원한다면, 향료 성분으로서 적합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가정용 또는 애완용을 위한 제제화에 사용할 수 있고, 이로는 
아밀 살리실레이트, 시트로넬롤, 시트로넬옥시아세트알데히드, 시클라멘 알데히드, 시트로넬릴 이소부티레이트, 쿠마린, 
시클로헥실 아세테이트, 시클로헥실 부티레이트, 디에틸 말로네이트, 에틸 2-아세틸-5-케토헥사노에이트, 이소보르
닐 아세테이트, 리나로올, 펜에틸 알코올, 운데카놀, 알파-헥실시남알데히드, 2-메틸헥사놀, 헥살론, 페닐아세트알데
히드, 시스-3-헥센-1-올, 시클라말, 베로놀, 유제놀, 라이랄, 갈락속라이드, 시트랄바, 머스크 암브레트, 테르피닐 
아세테이트, 제라니올, 알파-다마스콘, 알파-메틸리오논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휘발성 필수유의 예로는 
베르가못 향유, 히말라야 삼목 잎 오일, 히말라야 삼목 목재 오일, 제라늄유, 라벤더유, 백색 히말라야 삼목유, 백단유, 
장미 추출물, 바이오렛 추출물, 갈바눔유,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기 향료의 합성형은 미국 특허 공보 제
4,314,915호, 제4,411,829호, 및 제4,434,306호와 같은 공개물에 기재되어 있다.
    

    
상업적 또는 농업적 응용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이 담체 조성물 혼합물 내에 실질적으로 약 
0.01-95 중량%, 바람직하게는 0.5-90중량% 범위로 존재하고, 반면에 직접 응용 또는 필드 응용에 적합한 담체 조성
물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활성 화합물이 실질적으로 약 0.0001-1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1-1 중량% 사이의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1)분산성 불활성 미세분 담체 고체, 및(또는) (2) 불화성 유기 용매 및(또는) 물
과 같은 분산성 담체 액체 등의 통상적인 분산성 담체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바람직하게는 계면활성 유효양의 담체 비
히클 보조제, 예를 들어, 에멀젼화제 및(또는) 분산제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문제되는 목적에 유효한 활성 화
합물의 양으로 일반적으로는 혼합물의 약 0.0001-95중량% 및 바람직하게는 0.01-95중량%인 양을 함유하는 모든 
제제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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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은 소위 초소부피 공정(ultra-low-volume process), 즉, 예를 들어 비행기 곡물 
분무 기술에 의하여 미세분 형태, 예를 들어 평균 입자 크기가 50 내지 100 마이크론 또는 그 이하인 안개 형태로 매우 
효과적인 원자화 장비를 통하여 상기 화합물을 적용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는 액체 조성물을 적용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기껏해야 단지 약 수 리터/헥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에서 상기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을 약 20 내지 95 중
량% 함유하는 상기 액체 담체 비히클을 갖는 고농축 액체 조성물 또는 예를 들어 약 20-100 중량%의 상승적 및 잔류
적 조성물인 100% 활성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활성 물질은 에이커(4046.8 m 2 )당 약 0.2 파운드(90.
72 g) 내지 2 파운드(907.2 g), 바람직하게는 0.5 파운드(226.80 g) 내지 1.5 파운드(680.39 g)의 활성물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정되는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의 필
요한 양은 약 1 내지 200 갤런(약 3.8 내지 760 ℓ) 또는 그 이상의 액체 담체 및(또는) 희석제 또는 약 5 내지 500 
파운드(22.5 내지 2250 kg)의 불활성 고체 담체 및(또는) 희석제로 처리되어 에이커당 적용될 수 있다. 액체 농축액
내 농도는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95 중량% 사이일 것이고, 고체 조성물내에서는 약 0.5 내지 90 중량% 사이일 것이
다. 일반적 사용을 위한 만족적인 분무, 연무 또는 과립은 에이커당 상승적 및 잔류적 활성 조성물을 약 1/4 내지 15 파
운드(0.11 내지 6.75 kg)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a) 해충 및 (b) 예를 들면, 성장 곡물, 곡물을 성장시킬 영역 또는 가축 동물인 보호할 부위인 해충의 
소재지 중 적어도 하나에, 전투적이고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 또는 독성적 양의 본 발명의 특정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성물을 단독으로 또는 상기한 담체와 함께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을 죽이거나, 박멸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방
법을 포괄한다. 본 조성물 또는 제제는 예를 들어 분무, 분사, 기화, 확산, 살분, 관수, 스쿼팅(squirting), 살수, 주입, 
훈증 등과 같은 임의의 적당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곤충을 조절하는 방법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일반적
으로 상기한 유형 중 하나의 제제 형태로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식물의 잎 및(또는) 과실과 같은 부위 또는 영
역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상기 화합물은 원하는 작용을 가져오는 충분한 양으로 적용한다. 이 용량은 표적으
로 하는 해충, 사용된 담체, 적용의 방법 및 상태, 조성물이 에어로졸 형태로서 부위에 존재하는지 또는 필름으로서 또
는 별개 입자로서 존재하는지에 따라 필름의 두께 또는 입자 크기 등을 포함하는 많은 인자에 의존적이다. 보호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필요한 활성 물질의 양을 제공하기 위한 상기 인자들의 적당한 고려 및 선별은 당업자의 기술내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본 발명의 화합물의 효과적인 용량-즉, 해충이 접촉하는 용량은 적용될 
제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0.01 내지 0.5%의 차수이나, 일부의 경우 효과적인 농도가 0.0001% 정도로 적거나 20%
까지 많을 것이다.
    

    
본 발명의 상승적 및 잔류적 살충제 조성물 및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해충에 효과적이고, 실시예에서 예로 든 해충은 이
러한 다양한 것의 대표적인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식물 또는 온혈 동물, 저장성 제품 및 섬유를 
공격하는 해충을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 식물로는 목화, 옥수수, 낙엽성 및 
감귤류 과실, 토마토, 옥수수, 장식용 식물, 감자, 쌀, 대두, 사탕수수, 담체, 밀,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해 보호 또는 처리될 수 있는 대표적 동물로는 인간, 말, 개, 고양이, 소, 양, 염소, 돼지 등이 있으나, 이에 국
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해 해충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장 제품으로는 곡물, 밀가루, 밀가루 제
품, 담배, 담배 제품, 가공 음식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해 해충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물로는 울, 면, 실크, 린넨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이 하기 비제한적인 실시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 실시예는 단지 다양한 실시태
양의 예시적인 것이지 물질, 조건, 중량비, 공정 매개변수 및 기타 본문에 인용된 것에 관하여 청구된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1실시예1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과 제충국이 미국종 바퀴벌레에 미치는 상승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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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10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개별성분은 제충국을 제외하고는 
항아리당 100 mg 사용하였다. 제충국과의 동시-처리 실험에서, 각 화합물질은 항아리당 20 mg 사용하였다. 제충국과
의 동시처리 실험에서(25% 순수 피레트린), 사용된 각 식물 필수유는 항아리당 20 mg이었다. 제충국은 항아리당 2 
mg 사용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 치사율
24 시간 48 시간 72 시간

대조군 0 0 0
1-페닐에틸알코올(100 mg) 0 0 10
2-알파-페르피네올(100mg) 20 30 60
3-벤질 알코올 (100mg) 0 20 40
4-페닐에틸프로피오네이트(100mg) 100         
5-유제놀(100 mg) 100         
6-제충국(55%순도)(2mg/항아리) 0 0 10
1+2+3 (각 20 mg) 40 70 80
1+2+3+4 (각 20 mg) 60 100     
1+2+3+4+5 (각 20 mg) 100         
1+제충국 (20 mg+2 mg) 0 20 20
2+제충국 (20 mg+2 mg) 40 60 100
3+제충국 (20 mg+2 mg) 20 40 80
4+제충국 (20 mg+2 mg) 100         
5+제충국 (20 mg+2 mg) 100         

실시예2실시예2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과 제충국이 미국종 바퀴벌레에 미치는 상승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3회 반
복하였다. 제충국과의 동시-처리 실험에서, 식물 필수유 및 (또는) 그 구성성분은 항아리당 10 mg 사용되었다. 제충
국은 모든 시험에서 항아리당 1 mg 사용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24시간에서 % 치사율
대조군 0
1-티몰 (20 mg/항아리) 0
2-팀유 (20 mg/항아리) 0
3-블렌드 5 (20 mg/항아리) 0
4-유제놀 (20 mg/항아리) 0
5-제충국 (1 mg/항아리) 0
1 (10 mg/항아리) + 제충국 50
2 (10 mg/항아리) + 제충국 70
3 (10 mg/항아리) + 제충국 80
4 (10 mg/항아리) + 제충국 100

팀유, 티몰 및 블렌드5는 시험된 용량에서 처리 후 5일까지 암컷 쥐(8-10주령 래트)에 대하여 어떠한 치사 또는 독성
의 징후(중량 및 식성)를 유발하지 않았다. 블렌드5는 티몰, 유제놀, 트란스-아네톨, 알파-테르페놀 및 시트로넬랄로 
이루어진 식물 필수유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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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1 및 2. 이들 실시예는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 및 제충국(25% 순도 피레트린)을 더 낮은 농도, 즉 
각각 치사량 미만으로 함유하는 상승적 조성물의 상승적 활성을 보여준다.

실시예3실시예3

식물 필수유와 제충국 및 제충국 유도체의 혼합물이 미국종 바퀴벌레에 미치는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
1hr 3일 5일 7일 10일 20일 30일 45일 60일

대조군 0 0 0 0 0 0 0 0 0
티몰(30mg/항아리) 30 10 0                         
C-알코올(3mg/항아리)+C-산(3mg/항아리) 0 0 0                         
제충국(45%순도)(0.3mg/항아리) 0 0 0                         
티몰(30mg)+제충국(.3mg)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100
티몰+C-알코올+C-산(30mg)+(3mg)+(3mg) 100 100 100 100 100 80 80 80 70
4-블렌드(25mg)(펜에틸 알코올, 펜에틸 프로피오네이트, 벤질알코올, 
알파-테르피네올)

40 40 10 0                     

4-블렌드(25mg)+제충국(.3mg) 100 100 100 100 80 80 60 40 0

상기 데이터는 1종 이상의 필수유와 제충국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를 증명한다. 상승적 혼합물의 상승된 독성 및 상
승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 때 확실한 잇점을 제공한다.

실시예4실시예4

티몰과 제충국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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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3일 10일 30일 45일
대조군 0 0 0 0 0
티몰(30mg/항아리) 30 10 0
티몰(10mg/항아리) 10 0 0
티몰(5mg/항아리) 0 0 0
제충국(25%순도)(1mg/항아리) 10 10 0
제충국(25%순도)(0.3mg/항아리) 0 0
제충국(25%순도)(0.1mg/항아리) 0 0
티몰(30mg)+제충국(1mg) 100 100 100 100 80
티몰(30mg)+제충국(0.3mg) 100 100 100 100 80
티몰(30mg)+제충국(0.1mg) 100 100 100 100 50
티몰(10mg)+제충국(1mg) 100 100 100 100 50
티몰(10mg)+제충국(0.3mg) 100 100 100 100 50
티몰(10mg)+제충국(0.1mg) 100 100 100 100 20
티몰(5mg)+제충국(1mg) 100 100 100 100 10
티몰(5mg)+제충국(0.3mg) 100 100 100 90 0
티몰(5mg)+제충국(0.1mg) 100 100 70 40 0

상기 데이터는 티몰 및 치사량 미만의 제충국의 명백한 상승적 효과 및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
의 이런 상승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실시예5실시예5

식물 필수유 구성성분과 피레트린의 혼합물 및 DMSO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아세톤 100 중량부 대 피레트린 1 중량부의 비율로 아세톤 용액중의 피레트린 시료를 준비하였다. 4종류의 식물 필수
유 구성성분(알파-테르피네올, 벤질 알코올, 페닐 에틸 알코올 및 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를 동일 중량비로 함유하
는 제2 시료를 준비하였다. 그 다음, 상기 제1 및 제2 시료를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상승된 4-블렌드 조성물, 4-블
렌드 1 중량부 대 피레트린 0.01 중량부를 얻었다. 이 상승된 4-블렌드 조성물을 뚜껑이 없는 9 cm 페트리 디쉬에 1
00 ㎕씩 가하였다. 제2 시료는 뚜껑이 없는 9 cm 페트리 디쉬에 500 ㎕씩 가하였다. 1시간 동안의 노출로 아세톤을 증
발시킨 후, 10마리의 쏘는 개미를 각 페트리 디쉬에 놓고, 90%의 시험 군이 치사되는데 필요한 치사량인 LD90이 달성
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상승된 4-블렌드 100 ㎕가 4-블렌드만의 500 ㎕ 보다도 3배나 빨리 치사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상승된 4-블렌드 
100 ㎕는 1분 50초 만에 쏘는 개미를 치사시키지만, 4-블렌드 단독의 500 ㎕는 4분 45초 만에 개미를 치사시켰다. 
4-블렌드 조성물에 노출된 개미는 전율 및 조정의 상실을 포함하는 증가된 신경독성적 효과의 징후를 나타냈다. 상기 
데이터는 본 발명의 상승적 조성물내 살충제 식물 필수유의 양이 적합한 최종 용도 제품내에서 5% 내지 1%의 활성 성
분의 낮은 양으로 감소될 수 있고, 0.01%의 피레트린의 첨가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른 녹아웃 및 치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상승된 시료는 비상승적 시료에 비교시 노출 후 14일 이상 동안 더 빠른 잔류적 녹다운 
및 치사를 계속하여 제공한다. 유사한 실험을 디메틸술폭사이드(DMSO)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 DMSO가 식물 필수
유와 함께 상승적임을 증명하였고, 이 상승된 시료는 또한 잔류적 독성을 제공하였다.
    

실시예6실시예6

티몰과 제충국 유도체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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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3일 10일 30일
대조군 0 0 0 0
티몰(30mg/항아리) 50 0 0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0.3mg/항아리) 0 0 0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0.6mg/항아리) 0 0 0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3.0mg/항아리) 20 0 0
티몰(30mg)+크리산테메이트(0.3mg) 100:1 0 0
티몰(30mg)+크리산테메이트(0.6mg) 50:1 0 0
티몰(30mg)+크리산테메이트(3.0mg) 10:1 100 100 100 100

상기 데이터는 티몰 및 치사량 미만의 제충국 유도체의 명백한 상승적 효과 및 증가된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의 이런 상승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실시예7실시예7

티몰과 제충국 유도체의 혼합물과 신호 전도 조절자의 미국종 바퀴벌레 대한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3일 5일 10일 30일 45일 60일
대조군 0 0 0 0 0 0 0
티몰(20mg/항아리) 10 10 0
시스-쟈스몬(3mg/항아리) 0 0 0
PD 98059(40 ug/항아리) 0 0 0
라반더스틴A(40 ug/항아리) 0 0 0
티몰+시스-쟈스몬 100 100 100 100 100 100 70
티몰+PD98059 100 100 100 100 100 100 60
티몰+라반더스틴A 100 100 100 80 100 100 40

상기 데이터는 티몰과 제충국 유도체 시스-쟈스몬 및, PD98059 및 라반더스틴 A와 같은 신호전달 조절자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를 증명한다. 이 상승적 블렌드의 증가된 독성 및 증가된 잔류적 활성은 예상밖이고 기존의 살충제 기술
에서 볼때 명백한 잇점을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는 또한 잔류적 독성 효과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율을 나타낸다.

실시예8실시예8

벤질 알코올과 제충국 및 기타 상승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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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30일 45일
대조군 0 0 0 0
벤질 알코올(B-A)(100mg/항아리) 80 0 0
B-A(50mg/항아리) 0 0 0
B-A(50mg/항아리)+티몰(1mg) 100 0
B-A(50mg/항아리)+티몰(5mg) 100 0
B-A(50mg/항아리)+제충국(25% 순도)(1mg) 100 100 60 0
B-A(50mg/항아리)+제충국(25% 순도)(5mg) 100 100 100 30
B-A(50mg/항아리)+시스-쟈스몬(1mg) 100 0 0
B-A(50mg/항아리)+크리산테밀 알코올(1mg) 100 0 0
B-A(50mg/항아리)+크리산템산(1mg) 100 0 0

상기 데이터는 벤질 알코올과 상승제의 명백한 상승적 효과 및 증가된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
의 이런 상승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실시예9실시예9

벤질 알코올과 크리산테메이트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대조군 0 0 0
벤질 알코올(B-A)(100mg/항아리) 70 0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 (C-에스테르)(1mg/항아리) 0 0
B-A(100mg/항아리)+C-에스테르(1mg) 100 30 0
크리산테밀 알코올(C-알코올)(1mg)+크리산템산(C-산)(1mg) 0 0 0
B-A(100mg/항아리)+C-알코올(1mg)+C-산(1mg) 100 50 0
C-에스테르(10mg/항아리) 30 0
B-A(100mg/항아리)+C-에스테르(10mg) 100 100 0
C-알코올(10mg/항아리)+C-산(10mg/항아리) 40 0
B-A(100mg)+C-알코올(10mg)+C-산(10mg) 100 100

상기 데이터는 벤질 알코올과 상승제의 명백한 상승적 효과 및 증가된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
의 이런 상승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상기 데이터는 또한 잔류적 독성 효과를 제공하는데 필요
한 비율을 나타낸다.

실시예10실시예10

벤질 알코올과 상승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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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0일 45일
대조군 0 0
벤질 알코올(B-A)(100mg/항아리) 70 0
풀레곤(10 ug/항아리) 30 20
유제놀(10 ug/항아리) 10 20
시스-쟈스몬(10 mg/항아리) 0 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THFA)(10mg/항아리) 0 0
티몰 (15mg/항아리) 30 0
B-A(100mg/항아리)+풀레곤(10ug) 100 100 0
B-A(100mg/항아리)+유제놀(10ug) 100 100 20 0
B-A(100mg/항아리)+시스-쟈스몬(10mg) 100 100 50 50 40 0
B-A(100mg/항아리)+THFA (10mg) 100 100 40 50 20 0
B-A(100mg/항아리)+티몰 (15mg) 100 100 50 20 0 0

상기 데이터는 벤질 알코올과 상승제의 명백한 상승적 효과 및 증가된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
의 이런 상승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상기 데이터는 또한 잔류적 독성 효과를 제공하는데 필요
한 비율을 나타낸다.

실시예11실시예11

벤질 알코올과 신호 전도 조절자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대조군 0 0 0
벤질 알코올(B-A)(100mg/항아리) 100 0 0
B-A(100mg/항아리)+라반더스틴A(40 ug) 100 100 0
B-A(100mg/항아리)+PD 98059 (40 ug) 100 100 0
B-A(100mg/항아리)+포르스콜린 (40 ug) 100 100 20
B-A(100mg/항아리)+겔다나마이신(100 ng) 100 80 0

상기 데이터는 벤질 알코올과 신호 전도 조절자의 증가된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낮은 농도에서의 이런 상승
적 및 증가된 잔류 활성은 예상밖이고 중요하다. 상기 데이터는 또한 잔류적 독성 효과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율을 나
타낸다.

실시예12실시예12

티몰과 통상적 살곤충제의 상승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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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대조군 0
티몰 (10mg/항아리) 0
말라티온 (75 ug/항아리) 0
델타메트린 (5 ug/항아리) 30
페르메트린 (5 ug/항아리) 0
티몰(10mg/항아리)+말라티온(75 ug/항아리) 0
티몰(10mg/항아리)+델타메트린(5 ug/항아리) 100
티몰(10mg/항아리)+페르메트린(5 ug/항아리) 0

상기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조차도 티몰과 델타메트린의 상승적 효과를 증명한다. 이 상승은 예상밖이고 현저하
다.

실시예13실시예13

티몰과 카르바릴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0일
대조군 0
티몰(15mg/항아리) 20 0
카르바릴(1.0mg/항아리) 90 20 0
카르바릴(0.1mg/항아리) 30 0
티몰(15mg/항아리)+카르바릴(1.0mg/항아리) 100 100 100 100 0
티몰(15mg/항아리)+카르바릴(0.1mg/항아리) 100 80 10 0

상기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조차도 티몰과 카르바릴의 상승적 및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 상승 및 잔류 독성
은 예상밖이고 현저하다.

실시예14실시예14

티몰과 통상적 살곤충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상기 실험의 평균적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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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시간 간격에서의 %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0일 45일
대조군 0
티몰 (15mg/항아리) 10 20 10
말라티온 (100 ug/항아리) 100 90 60
델타메트린 (5 ug/항아리) 30 0 0
페르메트린 (10 ug/항아리) 10 0 0
티몰(15mg/항아리)+말라티온(100 ug/항아리) 40 0 0
티몰(15mg/항아리)+델타메트린(5 ug/항아리) 100 70 80 100 70 50
티몰(15mg/항아리)+페르메트린(10 ug/항아리) 80 100 90 50 30 0

상기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조차도 티몰과 델타메트린 및 페르메트린의 상승적 및 잔류적 독성을 증명한다. 이 
상승 및 잔류적 독성은 예상밖이고 현저하다. 티몰과 말라티온은 길항제이다.

실시예15실시예15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과 제충국의 미국종 바퀴벌레에서의 상승적 효과

본 실험은 제충국(25% 순도의 피레트린)이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에 대하여 상승제로서 기능하는지 또는 
그 역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복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24시간에서의 % 치사율
대조군 0
1-티몰 (50mg/항아리) 20
2-팀유 (35 mg/항아리) 30
3-블렌드 5 (40 mg/항아리) 30
4-페레트룸 (1 mg/항아리) 0
1+ 페레트룸 70
2+ 페레트룸 90
3+ 페레트룸 100

미국종 바퀴벌레에 대하여 어떤 치사적 효과도 유발하지 않는 농도의 제충국을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의 시
험 농도에 대하여 1중량부로서 혼합한다. 하기 이론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제충국은 시험된 식물 필수유 및(또는) 그 
구성성분에 대하여 상승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용량에서 어느 것도 암컷 래트에 대하여 어떤 독성도 유
발하지 않았다.

실시예16실시예16

식물 필수유 구성성분 중 상승적 독성

식물 필수유 화합물의 2성분 혼합물이 상승적으로 작용함을 예시하기 위하여 몇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순수 화합물의 
일회 용량을 스포돕테라 리투라(Spodoptera litura)(15-20 mg)의 초기 5령 애벌레의 등에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국
부적으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애벌레는 5 cm 페트리 디쉬안에 음식과 같이 두고 처리 24시간 후 치사율을 관찰하였다. 
각 처리당 각 10마리 애벌레씩 4개의 복제로 수행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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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ug/애벌레) 치사율(%)
실험1
아세톤 대조군티몰(35)시트로넬랄(35)티몰(35)+시트로넬랄(35) 0250ND
실험2
아세톤 대조군티몰(40)티몰(40)+시트로넬랄(40) 027.567.5
실험3
아세톤 대조군티몰(40)티몰(40)+시트로넬랄(40) 02557.5
실험4
아세톤 대조군티몰(40)티몰(40)+시트로넬랄(40) 08093.3
실험5
아세톤 대조군티몰(40)티몰(40)+시트로넬랄(40) 02077.5
실험6
티몰(35)알파-테르피네올(35)티몰(35)+알파-테르피네올(35) 32.5532.5
실험7
티몰(35)유제놀(35)티몰(35)+유제놀(35) 60050
실험8
유제놀(90)알파-테르피네올(90)유제놀(90)+알파-테르피네올(90) 27.52035
실험9
시트로넬랄(110)알파-테르피네올(110)시트로넬랄(110)+알파-테르피네올(110) 101565

실험10
시트로넬랄(110)유제놀(110)시트로넬랄(110)+유제놀(110) 12.52040
실험11
티몰(35)t-아네톨(35)티몰(35)+t-아네톨(35) 37.512.5100
실험12
티몰(40)t-아네톨(40)티몰(40)+t-아네톨(25)티몰(40)+t-아네톨(20)티몰(
40)+t-아네톨(15)티몰(40)+t-아네톨(10)티몰(40)+t-아네톨(5)티몰(40)+
t-아네톨(2.2)

4012.597.59087.5807055

실험13
t-아네톨(60)알파-테르피네올(60)t-아네톨(60)+알파-테르피네올(60) 17.57.597.5
실험14
t-아네톨(60)유제놀(60)t-아네톨(60)+유제놀(60) 30895
실험15
t-아네톨(70)시트로넬랄(70)t-아네톨(60)+시트로넬랄(70) 24640

    
시험 2 내지 5는 동일량을 가할 때 시트로넬랄에 의해 티몰이 상승됨을 나타낸다. 실험 6 내지 10은 티몰이 알파-테르
피네올 또는 유제놀에 의해 상승되지 않음을 보인다. 유제놀은 알파-테르피네올 또는 시트로넬랄에 의해 상승되는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파-테르피네올 및 시트로넬랄은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실험 9). 실험 1
1 및 12는 트란스-아네톨이 1:8의 비율에서도 티몰에 대한 강력한 상승제임을 보인다. 실험 13 내지 15는 트란스 아
네톨이 유제놀, 알파-페르피네올 및 시네트로넬랄의 효과적인 상승제임을 보인다.
    

실시예17실시예17

식물 필수유 및 프로파르기트의 점박이응애에 대한 상승적 효과

5-블렌드(티몰, 트란스-아네톨, 알파-테르피네올, 유제놀 및 시트로넬랄)의 혼합물을 통상적인 살진드기제인 프로파
르기트(등록상표 Omite)의 존재 및 부존재에서 콩 잎 디스크상의 진드기 성충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성충 진드기에 대
한 분무 처치(적접적 독성) 후, 생존율에 대한 독성을 관찰하였다. 각 처치는 10개의 진드기씩 5개 복제로 수행하였다. 
치사율을 결정하고 결과를 아래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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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대별 생존율(%)24시간 48시간 72시간
대조군 4% 5% 32%
5-블렌드, 0.5% 0% 0% 0%
Omite, 0.01% 5% 5% 22%
5-블렌드 + Omite 30% 48% 52%

결론: 성충 진드기에 직접적으로 분무시 5-블렌드 Omite 모두 72시간 이내에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제품
의 조합은 향상된 독성을 보였다. 이들 데이터는 예상밖이고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때 잇점을 제공한다.

실시예18실시예18

식물 필수유와 통상적인 살곤충제의 스포돕테라 리투라에의 상승적 효과

5-블렌드(티몰, 트란스-아네톨, 알파-테르피네올, 유제놀 및 시트로넬랄)와 통상적인 살곤충제의 혼합물을 시험 용
액중에 침지시킨 양배추 잎 조각상의 5일된 스포돕테라 리투라(2령) 애벌레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24시간 및 48시간
에 치사율을 관찰하였다. 각 처리는 복제당 50마리씩 5복제로 수행하였다(n="250)." 결과를 아래에 나타낸다.

처리 치사율(%)24시간 48시간
대조군 0 0
5-블렌드(1%="1:100" 희석) 2 6
테부페노지드(ConfirmTM )0.1 ppm 4.5 41
시페르메트린(CymbushTM ), 0.01 ppm 78 80
5-블렌드 + 테부페노지드 39 74
5-블렌드 + 시페르메트린 58 89

결론: 이 실험에서, 5-블렌드는 24시간 및 48시간에서 투베페노지드를 상승시켰다. 시페르메트린의 결과는 그 초기 
독성으로 인하여 확정적이지 못하다. 상기 데이터는 예상밖이고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때 잇점을 제공한다.

실시예19실시예19

식물 필수유와 크리산테메이트의 스포롭테라 리투라에의 상승적 효과

    
5-블렌드(티몰, 트란스-아네톨, 알파-테르피네올, 유제놀 및 시트로넬랄)와 잠정적 상승제제의 혼합물을 1% 에멀젼
중에 침지시킨 양배추 잎 디스크에 적용하여 시험하였다. 처리 당 4개의 잎 디스크를 사용하였다. 디스크당 3일된(2령) 
스포돕테라 리투라 애벌레 10마리가 존재하였다. 잠정적 상승제 및 살충제를 10% 활성 성분 양으로 THFA/Tween 2
0(담체/에멀젼화제) 중에 용해시키고; 상승제 대 5-블렌드의 비를 1:10으로 5-블렌드와 혼합하였다. 24시간 및 48
시간에서 치사율을 관찰하였다. 각 처리는 복제당 50마리씩 5복제로 수행하였다(n="250)." 결과를 아래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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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치사율(%)24시간 48시간
대조군(THFA/Tween20) 0 0
시스-쟈스몬 0 0
크리산템산 0 0
크리산테밀 알코올 0 0
크리산테믹 에스테르 5 5
5-블렌드 20 30
5-블렌드+ 시스-쟈스몬 60 85
5-블렌드+ 크리산템산 72.5 87.5
5-블렌드+ 크리산테밀 알코올 70 87.5
5-블렌드+ 크리산테믹 에스테르 60 75

결론: 상기 실험에서, 10:1의 비에서, 5-블렌드는 시스-쟈스몬 및 크리산테메이트에 의해 상승된다. 상승된 5-블렌
드 처리에서 잎 디스크에는 사실상 해가 없었고, 5-블렌드만의 처리에서는 30%의 손상이 있었고, 나머지 처리에서는 
80% 이상의 손상이 있었다. 대조군은 48시간 후 완전히 소모되었다. 상기 데이터는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 때 예
상밖이고 잇점을 제공한다.

실시예20실시예20

벤질 알코올과 제충국의 스포돕테라 리투라에의 상승적 효과

    
5-블렌드 및 잠정적 상승제의 혼합물을 1% 에멀젼에 침지시킨 양배추 잎 디스크에 가하여 시험하였다. 처리당 4개의 
디스크를 사용하였고; 디스크당 3일된(2령) 스포돕테라 리투라 애벌레를 10마리 사용하였다. 잠정적 상승제 및 살충제
를 10% THFA/Tween 20 중에 용해시키고; 상승제:5-블렌드의 비를 1:10의 비로 5-블렌드와 혼합하였다. 이 실시
예에서, 제충국(20% 순도 피레트린) 및 기타 시험 물질용 담체/에멀젼화제로서 THFA/Tween20을 6:1의 비율로 사
용하였다. 각 처리당 시료 크기는 40마리(각 10마리 씩 4 복제)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리 치사율(%)24시간
대조군 (THFA/Tween 20) 10
제충국 40:1(성분비) 37.5
제충국 20:1 40
제충국 10:1 100
벤질알코올 15
벤질알코올+제충국 40:1 72.5
벤질알코올+제충국 20:1 82.5
벤질알코올+제충국 10:1 100

결론: 벤질 알코올은 활성 성분의 적은 양 이상에서 제충국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비율에서는 제충국
만으로도 100% 치사성을 갖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분명치 않다. 상기 데이터는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 때 예상밖이
고 잇점을 제공한다.

실시예21실시예21

식물 필수유와 통상적 살곤충제 및 상승제, 및 신호 전도 조절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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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기간 경과시의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0일
대조군 0
벤질 알코올(100 mg) 100 0 0
혼합물 ES-2a:벤질알코올(B-A) (100 mg)테트라히드라푸르푸릴 알코올(T
HFA)(10 mg)PD 98059 (100 ug)트란스-아네톨(10 mg)제충국(55% 순수 
피레트린)(3 mg)

100 100 100

혼합물 ES-2b:B-A (100 mg)THFA (10 mg)PD 98059 (100 ug)트란스-
아네톨(10 mg)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 (5 mg)

100 100 0

상기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식물 필수유와 제충국 및 신호 전도 조절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독성 효과를 증명한
다. 이 상승 및 잔류적 독성은 예상밖이고 현저하다. 신호 전도 조절제는 본문에서 제충국 및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
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통상적인 살충제 및 크리산테메이트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실시예22실시예22

벤질 알코올과 트란스-아네톨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처리 처리 후 기간 경과시의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0일

대조군 0
벤질 알코올 (100 mg/항아리) 70 0
트란스-아네톨 (10 mg/항아리) 0
벤질 알코올(B-A) (100 mg/항아리)와 트란스-아네톨 10mg/항아리 (1:10)
트란스-아네톨 2mg/항아리 (1:50)트란스-아네톨 1mg/항아리 (1:100)

100 100 80 40 0100 0100 0

혼합물 ES-2b:B-A (100 mg)THFA (10 mg)PD 98059 (100 ug)트란스-
아네톨(10 mg)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 (5 mg)

100 100 0

상기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식물 필수유와 제충국 및 신호 전도 조절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독성 효과를 증명한
다. 이 상승 및 잔류적 독성은 예상밖이고 현저하다. 신호 전도 조절제는 본문에서 제충국 및 크리산테메이트 에스테르
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통상적인 살충제 및 크리산테메이트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실시예23실시예23

티몰과 제충국 및 신호 전도 조절제의 상승적 및 잔류적 효과

유리 항아리를 아세톤 중의 상이한 농도의 시험 화학물질로 처리하였다.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바퀴벌레를 상기 항아리
에 노출시켰다. 각 상호교차적 처리를 위해 5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용하였고 2 복제/처리를 하였다. 상기 실험을 2회 반
복하였다. 결과를 아래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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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처리 후 기간 경과시의 치사율(%)1시간 7일 14일 21일 3

0일 45일 60일
대조군 0
혼합물 ES-A:(100 mg 티몰+40 ug PD98059)15분의 단기 노출24시간
의 연속 노출

100 0 0100 100 100 60 0

혼합물 ES-B:(100 mg 티몰+3 mg 제충국)(제충국="55%" 순도 피레트
린)15분의 단기 노출24시간의 연속 노출

100 100 100 85 85 65 65100 100 100 100 85 70 80

혼합물 ES-C:(100 mg 티몰+20 mg 펜에틸프로피오네이트+ 3 mg 시스
-쟈스몬)15분의 단기 노출24시간의 연속 노출

100 0100 100 0

노출 10분 후, 세 제품으로부터의 모든 바퀴벌레는 비통제적이고 항아리 벽을 길 수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 제충국 및 신호 전도 조절자의 혼합물 중에서 티몰의 기타 다른 식물유와의 상승적 및 잔류적 독성 효과를 증
명한다. 이 상승 및 잔류적 독성은 예상밖이고 현저하다.

실시예24실시예24

펜에틸 프로피오네이트와 식물 필수유 및 티몰의 상승적 효과

본 생검사에서는, 티몰 또는 5-블렌드(티몰, 트란스-아네톨, 유제놀, 알파-테르피네올, 및 시트로넬랄)의 수성 에멀
젼(1:400 a.i.물)를 펜에틸 프로피오네이트(PEP)와 함께 또는 이것 없이, 양배추 잎 디스크에 가하고, 건조 후, 3령 
스포돕테라 리투라 애별레를 처리된 디스크에 노출시켰다. 복제 당 10마리의 애벌레로 이루어진 5 복제를 사용하여 2
회 반복하였다. 치사율은 노출 24시간 후 관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리 치사율(%)24시간
대조군 1
5-블렌드 73
PEP 8
5-블렌드+PEP (1:1) 84
티몰 98
PEP 2
티몰+PEP (1:1) 84

결론: 펜에틸 프로피오네이트는 티몰 및 5-블렌드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PEP는 감지할만한 활성의 감소 없이 
티몰 및 5-블렌드를 희석시키는 희석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는 기존의 살충제 기술에서 볼때 예상밖이고 
잇점을 제공한다.

상기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활성 화합물의 상승적 및 잔류적 조합은, 가정 및 농업 지역에서 
해충 조절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지된 살충제/활성 물질에 비해 현저하게 우수하다. 본 발명 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특정 상승적 및 잔류적 조합의 살충적 효과는 개별 활성 성분의 개별적 효과의 합 보다 훨씬(및 놀라울 정도로) 
더 큰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태양이 상세히 기술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들 상세한 실시태양에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게는 첨부되는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개질 및 변경이 가능함을 이해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화합물 또는 그 유도체를 허용가능한 담체와 혼합으로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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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이 알데히드 C16(pure), 알파-테르피네올, 아밀 시나믹 알데히드, 아밀 살
리실레이트, 아니식 알데히드, 벤질 알코올, 벤질 아세테이트, 시남알데히드, 시나믹 알코올, 카르바크롤, 카르베올, 시
트랄, 시트로넬랄, 시트로넬롤, 디메틸살리실레이트, 유칼립톨(시네올)유제놀, 이소-유제놀, 갈락속라이드, 제라니올, 
구아이아콜, 요오논, d-리모넨, 멘톨, 메틸 안트라닐레이트, 메틸 요오논, 메틸 살리실레이트, 알파-펠란드렌, 페니로
얄 오일, 페릴알데히드, 1- 또는 2-페닐 에틸 알코올, 1- 또는 2-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 피페로날, 피레로닐 아
세테이트, 피페로닐 알코올, D-풀레곤, 테르피넨-4-올, 테르피닐 아세테이트, 4-tert 부틸시클로헥실 아세테이트, 
팀유(화이트 및 레드), 티몰, 트란스-아네톨, 바닐린 및 에틸 바닐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전도 조절제를 더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를 더 함유하는 살충 조성물.

청구항 5.

식물 필수유 화합물, 천연 살곤충 화합물, 염소화 탄화수소, 합성 피레트로이드, 유기 인산염, 카르바메이트, 매크로리
드, 곤충 성장 조절제, 네오니시티노이드, 오가노-틴, 및 기타 프로파르기트와 같은 통상적인 살충제 군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살충제, 및 1종 이상의 식물 필수유 화합물을 허용가능한 담체와의 혼합물 중에 함유
하는 살충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살충제가 알레트린, 아자디라크틴(님), 카르바릴, 클로로피리포스, DDT, 펜발레레이트, 델타메
트린, 말라티온, 페르메트린, 시페르메트린, 시할로트린, 아바멕틴, 테부페노지드, 이미다클로프리드, 레스메트린, 프로
파르기트, 펜부타틴-옥사이드, 제충국 및 로테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이, 알데히드 C16(순수), 알파-페르피네올, 아밀 시나믹 알데히드, 아밀 살
리실레이트, 아니식 알데히드, 벤질 알코올, 벤질 아세테이트, 시남알데히드, 시나믹 알코올, 카르바크롤, 카르베올, 시
트랄, 시트로넬랄, 시트로넬롤, 디메틸살리실레이트, 유칼립톨(시네올)유제놀, 이소-유제놀, 갈락속라이드, 제라니올, 
구아이아콜, 요오논, d-리모넨, 멘톨, 메틸 안트라닐레이트, 메틸 요오논, 메틸 살리실레이트, 알파-펠란드렌, 페닐로
얄 오일, 페릴알데히드, 1- 또는 2-페닐 에틸 알코올, 1- 또는 2-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 피페로날, 피레로닐 아
세테이트, 피페로닐 알코올, D-풀레곤, 테르피넨-4-올, 테르피닐 아세테이트, 4-tert 부틸시클로헥실 아세테이트, 
팀유(화이트 및 레드), 티몰, 트란스-아네톨, 바닐린 및 에틸 바닐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8.

식물 필수유 화합물, 천연 살곤충 화합물, 염소화 탄화수소, 합성 피레트로이드, 유기 인산염, 카르바메이트, 매크로리
드, 곤충 성장 조절제, 네오니시티노이드, 오가노-틴 및 기타 프로파르기트와 같은 통상적인 살충제 군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살충제, 및 1종 이상의 상승제(synergist)를 허용가능한 담체와의 혼합물 중에 함유
하는 살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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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승제가 피레트롤론, 알레트롤롤, 크리산템산, 크리산테밀 알코올, 크리산테믹 에스테르, 시스-
쟈스몬 및 디메틸 술폭시드(DMSO)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살충제가 알레트린, 아자디라크틴(님), 카르바릴, 클로로피리포스, DDT, 펜발레레이트, 델타메
트린, 말라티온, 페르메트린, 시페르메트린, 시할로트린, 아바멕틴, 테부페노지드, 이미다클로프리드, 레스메트린, 프로
파르기트, 펜부타틴-옥사이드, 제충국 및 로테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 필수유 화합물이, 알데히드 C16(순수), 알파-페르피네올, 아밀 시나믹 알데히드, 아밀 살
리실레이트, 아니식 알데히드, 벤질 알코올, 벤질 아세테이트, 시남알데히드, 시나믹 알코올, 카르바크롤, 카르베올, 시
트랄, 시트로넬랄, 시트로넬롤, 디메틸살리실레이트, 유칼립톨(시네올)유제놀, 이소-유제놀, 갈락속라이드, 제라니올, 
구아이아콜, 요오논, d-리모넨, 멘톨, 메틸 안트라닐레이트, 메틸 요오논, 메틸 살리실레이트, 알파-펠란드렌, 페닐로
얄 오일, 페릴알데히드, 1- 또는 2-페닐 에틸 알코올, 1- 또는 2-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 피페로날, 피레로닐 아
세테이트, 피페로닐 알코올, D-풀레곤, 테르피넨-4-올, 테르피닐 아세테이트, 4-tert 부틸시클로헥실 아세테이트, 
팀유(화이트 및 레드), 티몰, 트란스-아네톨, 바닐린 및 에틸 바닐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살충 조성물.
    

청구항 12.

해충의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 제1항의 살충 조성물을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조절 방법.

청구항 13.

해충의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 제3항의 살충 조성물을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조절 방법.

청구항 14.

해충의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 제5항의 살충 조성물을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조절 방법.

청구항 15.

해충의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 제8항의 살충 조성물을 살충적으로 효과적인 양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조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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