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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특정한 해충의 방제에 유용한 방법 및 재료에 관계한다.  본 발명은 사회적 해충 및 특히, 흰
개미의 박멸에 특히 적합하다.  본 발명은 해충활동의 감시제어 및 독소제공을 위한 장치는 물론 특수한 
독소-함유  매트릭스에도  관계한다.   본  발명은  통합해충방제  프로그램(Integrated  Pest  Management 
Program)의 일부로서 유용하고 유해한 화학약품의 환경에 대한 투척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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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해충방제를 위한 신규한 방법 및 재료

[관련출원에 대한 설명]

본 출원은 1992. 6. 1일부 동시계류중인 출원 제 07/891,896호의 일부-계속출원인,  1992. 11.  12일부 
동시계류중인 출원 제 07/975,317호의 일부-계속출원이다.

[발명의 배경]

지하의 흰개미들은 매우 빈번하게 건물 및 그 내부의 목재 또는 기타의 셀룰로오스 재료를 섭취하기 위해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건물내로 들어온다.  이러한 흰개미들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흰개미들이 건물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장
벽을 입설하거나 그들이 건물내로 진입한 후에 그들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Su, N.Y. 
,J.H.Scheffrahn [1990] Sociobiol. 17(1) : 77-94). 미합중국에서 흰개미들을 박멸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은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한다(Mauldin,J.K.,S.C.Jones,R.H.Beal  [1987]  The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on Wood Preservation Document No.IRG/WP/1323).

지하의 흰개미들은 지표면 하부에 광대한 먹이탐색 지하통로를 구축한다.  하나의 집단은 300피이트까지 
확장되는 먹이탐색 영역과 함께 수백만의 흰개미들을 포함할 수 있다(Su, N.Y. ,R. H. Scheffrahn [1988] 
Sociobiol. 14(2) : 353-359).  지하의 흰개미들은 몸을 숨기는데 알맞은 개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는 통상적으로 약간의 손실, 먹이탐색통로, 또는 흰개미떼와 같은 생존 흰개미들이 발견될 때 까지 인식
되지 않는다.  일부의 지하 흰개미들은 지표면상의 목표물 직하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Ettershank,  G. , J.A.Ettershank,  W.G.  Whitford [1980]  Environ.  Entomol. 9 : 645-648).

현재, 지하의 흰개미들을 박멸하기 위한 두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예방법과 치료법이 있다.  미합중
국의 일각에서는, 흰개미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건물의 기초 하부의 토양을 살충제(이하
에 흰개미살충제로도 기술한다)로 예비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형적으로 건축에 앞서 토양의 상부 
또는 그 내부에 살충제를 분무한다.  이러한 건축전 처리는 건물 하부에 수평장벽을 형성한다.

그러나 종종 건축 기술자들과 살충작업자들 사이의 정보교환의 부족 때문에, 상기 장벽이 건축중에 그 연
속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현재 이용가능한 토양 흰개미살충제들은 5년 또는 그 이상이 경
과하면 처리된 토양이 더 이상 흰개미의 침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까지 생
물학적 활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토양의 하부 또는 그 주위에 추가의 화학약품을 적용하지 않으면 토양
내에 구축된 흰개미들의 집단이 건물을 공략할 수 있다.

집 또는 기타의 건물들이 지하의 흰개미들에 의해 공략된 경우에는, 지하의 흰개미들이 접근한 건물의 하
부에 토양내에 연속적인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 이러한 장벽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방법
은 콘크리트 기초 하부의 토양내에 흰개미살충제를 주입하거나 건물의 경계 주위의 토양을 흰개미살충제
로 충분히 적시거나, 이들 두가지 방법을 혼용함에 의해 건물의 기초 주위에 흰개미살충제를 도입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건축후 처리는 노동집약적이고 연속적인 장벽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Frishman,A.M. ,B.L [1991] Pest Control 59(8) : 48, 52, 54, 56 ; Frishman,A.M., A.ST.Cyr [1988]  
Pest Control Technology 16(4) : 33, 34, 36).

기타의 치료적 처리법은 건물의 벽면내에 흰개미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주입하는 것과 같은 국부 처리법이 
있다.  Robert Verkerk는 흰개미 미끼를 이용하는 삼산화비소 분말 처리법을 기술하고 있다(Verkerk,R. 
[1990] Building Out Termites, Pluto Press Australia Limited, P.O.Box 199, Leichhardt. NSW 2040).  
Verkerk는 흰개미를 유인하기 위해서 흰개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쉬운 재목의 토막 또는 불록을 흰개미
가 문제로 되는 지역의 부근에 배치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일단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되면, 삼산화
비소를 주입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흰개미들에게 삼산화비소를 살포한다.

대부분의 국부 처리법들은 건물내의 특정 지역에서 흰개미들의 공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하의 흰개미 군생들, 즉 살충제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흰개미들에게는 단지 작은 영
향을 미칠뿐이다.  지하의 흰개미 집단의 거대한 먹이탐색 개체군 및 광대한 먹이탐색 영역 때문에, 대다
수의 흰개미 집단들은 그러한 국부 처리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2-2

1019940704385



미합중국 특허 제 3,940,875호는 흰개미가 독소위에서 섭식하는 경우에 일정한 냄새의 발산에 의해 흰개
미의 존재가 신호되도록 하는, 장벽 유형의 처리법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토양내에 흰개미 독소를 투
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지만, 비실용적이다.  상기 '875호 특허는 또한 흰개미에 의해 섭취되는 경우
에  냄새를  발하는  흰개미-식용  용기를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상기  '875호  특허  및  위에서  언급한 
Verkerk의 논문, 기타의 인쇄물들은 흰개미 박멸을 위한 방법의 내용으로 흰개미-식용 재료를 이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국 특허출원 제 61-198392호 및 동 63-151033호는 감시제어단계의 
일부로 흰개미를 유인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목재 용기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제 61-198382호 출원
은 흰개미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람직하게 소나무 또는 삼나무로 제조되는 용기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제  63-151033호  출원도  흰개미를  유인하기  위해  목재  유인제를  사용한다.   제  63-151033호 
출원에서, 상기 흰개미들은 독소에 추가로 노출된 후 영양교환(trophallaxis) 또는 먹이교환에 의해 여왕
흰개미를 죽일 것을 기대하여 서식처로 역운반된다.  상기 두건의 일본출원 모두는 기술된 방법이 실제로 
흰개미 집단에 대하여 효과적인지를 확증할만한 데이타를 제공하지 않는다. 더우기, 흰개미들을 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도 전혀 없다.   이들 방법들은 또다른 매우 중요한 단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기 목재 유도체는 특히, 습한 토양내에서 흰개미가 공격하기 전에 진균류에 의해 분해되기 쉽다.  
따라서, 감시제어기간 중에는 빈번하게 유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유도체에 대한 손상은 흰
개미 살충제의 지면내로의 관통을 초래한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흰개미 박멸방법은 비소함유 분말과 같은 고독성의 재료를 흰개미의 침입 장소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상기 독소 재료가 그 장소에 있는 유효수의 흰개미들을 직접적으로 박멸하고 집단내
로 회귀하여 다른 흰개미들고 박멸할 것을 기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독소 분말을 흰
개미의 통로에 펌핑하는 것 및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분말을 투여하는 것에 좌우된다.

흰개미의 박멸을 위해서 건물의 주변 및 하부로 액상 흰개미살충제를 운반하기 위한 도관의 정교한 구성
도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액상  흰개미살충제들은  흰개미의  침입에  대한  연속적인  장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 도관을 통해서 건물의 주변 및 하부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건물 주위의 토양을 
충진하기 위해서 다량의 흰개미살충제를 필요로 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 5,027,546호는 지상의 흰개미, 즉 건목재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질소로 동결함으로써 
흰개미를 박멸하는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액화질소는 독성잔류물이 잔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기본적
으로 비독성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용하기에 위험하고 상기 방법은 국부처리법으로서 다수의 흰개미들
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4,043,073호는 반복적인 살충제 투여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시도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에 기술된 방법은 살충제를 피막형성하여 그것이 보다 오래 지속
되도록 함으로써 기능한다. 그러나 살충제의 과용과 그것의 환경내에서의 지속성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서 치료되지 않는다.  살충제의 토양내로의 직접적인 전이를 경감하지 못한 다른 제안된 시스템은 미합중
국 특허 제 3,624,953호이다.  이 방법은 살충제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살충제 증기가 저장소 주위
의 토양으로 침투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사용에 의해서는 독성 물질이 환경에 
투척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흰개미에  대한  활성을  시현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독소가  공지되어  있다.  (Su,N.Y.  , 
M.Tamashiro,M.Haverty[1987] J.Econ.Entomol.  80 : 1-4;  Su, N.Y., R.H. Scheffrahn [1988] Florida 
Entomologist   71(1)  :  73-78;   Su,N.Y.,  R.H.  Scheffrahn  [1989]   J.Econ.   Entomol.  82(4)  : 1125-
1129;  Su, N.Y., R.H. Scheffrahn [1990] Sociobio 1. 17(2) : 313-328; Su, N.Y. [1991] Sociobiol. 
19(1) : 211-220; Su. N.Y. ,  R.H.  Scheffrahn [1991] J.Econ.  Entomol. 84(1) : 170-175; Jones, S. 
[1984]  J.Econ.  Entomol.  77  :  1086-1091;  Paton,  R.,  L  .R.  Miller  [1980]  Control  of  Mastotermes 
darwiniensis Froggatt(Isoptera : Mastotermitidae) with  Mirex Baits,  Australian Forest Research 
10  :  249-258;   McHenry,   W.E.  ,   미합중국 특허 제 4,626,528  호;  Henrick,C.A.  미합중국 특허 제 
5,151,443호).  그러나 이들 독소중 어느 것도 이전에 독소를 표적해충에 효과적으로 및 효율적으로 배송
하는 방법과 함께 사용되어 온 것은 없다.

호주 특허 제 1,597,293(상기 '293 특허)호 및 대응되는 영국 특허 제 1,561,901호는 살충제를 셀룰로오
스 및 결합제를 포함하는 먹이 매트릭스와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293 
특허에 기술된 방법은 매트릭스와 함께 살충제를 섭취하고나서 집단으로 회귀하여 영양교환(흰개미들 상
호간의 먹이교환)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다른 흰개미들에게 살충제를 전파하는 흰개미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기 '293 특허는 흰개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의 용법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상기 기술된 방법은 흰개미들이 초기에 매트릭스를 발견할 것을 보증하지 못하며, 영양교환에 의해서만 
충분한 양의 살충제를 집단에 전해주는, 매트릭스를 발견한 흰개미에 의존한다.  일본국 특허 출원 제 
63-151033호와 마찬가지로, 상기 '293 특허의 방법도 매트릭스가 환경의 물질들 보다 흰개미들에게 더 유
인적일 것을 요한다. 상기 '293 특허에 기술된 방법은 흰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매트릭스내 수분(아마도, 
결합제, 아가에 의해 보유된 수분)에 의존한다.  따라서, 상기 기술된 방법은 일차적으로 수분에 의해 유
인되는 흰개미종(또는 수분 압박하의 흰개미)에 대해 적합한 것이다.  더우기, 상기 '293 특허방법은 야
외에 적용된 경우에 흰개미의 접근을 기다리는 동안에 수분이 미끼내에 잔류할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  
이것은 습윤한 톱밥-아가 매트릭스조차도 건조 토양에 방치되면 수일이내에 건조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상 불가능한 요구이다.

수분이외의 흰개미에 대한 유인제들도 연구되어 왔다.  예를들어, 갈색-부패 진균류로부터의 추출물은 화
학적으로 흰개미의 경로-추적 페로몬과 유사하다.  그러나, 천연의 페로몬은 종 및 심지어 집단-특이적이
다.  즉, 하나의 흰개미의 종 또는 집단에 대해 유인적인 페로몬은 다른 종의 흰개미 또는 집단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다.  따라서, 페로몬 유사체(갈색-부패 진균류와 같은)를 미끼내에 함입시키는 것은, 불확
실한 가치를 갖고, 특히 그러한 미끼를 광범위한 흰개미 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영양교환은 살충제를 집단내로 배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확실한데, 그것은 소화효소 및 기타의 
대사과정이 활성성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단 살충제가 흰개미에 의해서 섭취되면 흰개미의 소화
과정에 의해 살충제가 불활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흰개미집단의 억제는 흰개미들의 상해능
력이 감손되기 전에 무력해진 흰개미가 집단내에 상당수 존재할 것을 요한다. 영양교환에만 의존해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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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이송해서는 적정수의 흰개미를 박멸할 수 없다.

상기 '293호 특허에 기술된 방법에 대한 변형은 흰개미의 미끼 섭취를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상기 '293호 특허방법은 매트릭스 혼합물을 흰개미 흙무더기 또는 수목줄기와 같은 기지의 흰개미침
입 지역에 적용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치료적 처리법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293호 
특허방법은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상기 '293호 특허는 예방적 방법으로 임의
의 무작위의 장소에 과량의 독소 미끼를 배치할 것을 또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흰개미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들 미끼의 대다수는 진균류의 증식으로 인해 건조 또는 열화되어 흰개미
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될 수 있다.  더우기,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독소가 환경에 적용된다.

따라서, 목적 흰개미 또는 기타의 곤충들을 독소에 확실하게 노출시키면서도, 사용 살충제의 양을 감소시
켜 환경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내 적정수의 흰개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흰개미 
또는 기타의 곤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발명의 개요]

본 명세서에 기술되고 특허청구범위에서 권리로 요청되는 발명은 흰개미집단의 박멸방법에 관계한다.  본 
발명은 화학적 신호에 의해 서로 통신하는 사회적 곤충들의 집단을 박멸하는데 가장 유리하게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것은 이소프테라(Isoptera)목 곤충, 특히 흰개미의 박멸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2단계로 구성된다.  이들 두단계는 반복되어 다단계 공정
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두단계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하나의 단계는 표적해충의 감시제어 및/또
는  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포획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해충의  존재를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러한 감시제어 단계는 해충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또는 집단활동에 대한 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해충을 포획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해충이 포획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포획된 해충은 여
전히 생존하여, 바람직하게, 이동, 먹이섭취, 및 다른 동족을 유인할 수 있는 화학적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해충이 감지되고 포획되는 본원 발명방법의 이 단계를 이하에서 감시제어 단계라 칭한다.

본원 발명방법의 다른 하나의 단계는 일단 감지된 해충의 집단을 박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감시제어 단계의 결과로 해충들이 감지될 수 있다.  방법중 박멸단계에서, 해충들은 독소를 섭취하거나 
접촉한 결과로 박멸된다.  본원 발명은 극히 큰 흰개미집단을 박멸하는데에 대해서 조차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람직하게, 상기 박멸방법은 단지 극소량의 독소를 사용할 뿐이고, 이 독소는 독소의 
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억제된 방법으로 적용된다.  상기 독소의 사용은 매
우 제한된 양 및 적용범위의 견지에서 및 독소 사용기간의 견지에서 제한된다.  일단 박멸이 완수되면, 
감시제어 단계는 계속될 수 있다.  이들 단계들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미끼 또는 추적분말과 같은 독소의 특수한 담체도 본 발명의 한 단면에 속한다.  이들 담체들을 본 명세
서에서는 매트릭스로 칭한다.  표적해충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기술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방법중 박멸 단계는 감시제어 단계에서 포획된 해충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 포획된 해충들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다른 해충들을 유인하거나 모집하는
데(이하 본원 명세서에서는 자가-모집이라 칭한다) 또는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소를 해충의 집단 또
는 서식처로 배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포획된 해충을 동거해충에 대해서 보다 유인적인 독소 매트릭
스의 제조에 이용하는 것을 본원 명세서에서는 자가-모집이라 칭한다.  본 명세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포획된 해충은 서식처로 이동하기 전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저작하거나 그것을 경유하여 이동하도록 유
도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독소는 상대적으로 서-작용성이어서 해충은 죽기 
전에  집단의  영역을  관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   흰개미는  죽기  전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떠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담체 및 매트릭스의 주변이 흰개미의 시체 또는 죽어가는 흰개미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서식처내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해충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다른 표적 해충들을 
모집하거나 향하게 하는 화학적 경로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포획된 해충들은 독소-함유 매트릭스 그 자
체에 먹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화학적 신호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 표식들은 종 및 심지어 
집단-특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동거해충을 자가-모집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또한 해충들은 예컨대, 영양교환 또는 동족포식에 의해서 독소를 서식처로 배송할 수 있어, 
그곳에서 독소들은 다른 동거해충들을 죽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효과는 흰개미에 대해서 보다 유인
적인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성은 다른 동거해충들을 독소-함유 매
트릭스로 향하게 하는 매우 특수한 경로 페로몬 및 보다 중요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특정한 흰개미 집단
에 대해 매우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섭식-개시 페로몬의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의 배치로부터 결과된
다.

본 발명은 신규한 방법의 실시에 이용되는 재료에도 관계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독소 및 

Methocel , 아가, 기타 셀룰로오스 재료, 기타 표적해충에 의해 배척되지 않는 재료, 또는 이들 성분들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조합과 같은 결합제를 포함할 수 있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독소는 서-작용성이다.  셀룰로오스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 상기 재료는 목재 입자로 구성된다.  상기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환경을 안정화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수성 성분과 같은 습윤제가 매트릭스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특정한 신규 장치도 이용된다.  본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술된 것은 곤충, 특히 흰개미 집
단의 감시제어와 박멸을 위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흰개미의 존재를 감시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는, 
감시제어장치로서 전략상 건물 주위 또는 농업적 장소에 배치될 수 있는 먹이 공급원을 포함한다.  정기
적으로 흰개미의 존재를 감시 제어하기 위해, 해충방제 실시자 또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감시제dj장
치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장치와 같은 다른 장치가 주택소유자 또는 해충방제 실시자
에게 흰개미의 존재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감시제어장치내에 통합될 수 있다.  지면 또는 건물 주위의 토
양이 흰개미의 존부 감시제어 대상인 경우에는, 감시제어장치는 건물 근처의 토양 또는 감시제어 대상 지
역에 배치될 수 있다.  건물 주위에 토양이 없거나 먹이탐색통로가 지상에서 감지되는 경우에는, 감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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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지상에 배치될 수 있다. 유리하게, 감시제어장치는 해충에 대한 실질
상의 손상 없이 해충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어, 그 결과로 그 해충이 매트릭스로 다른 동거 해충을 모
집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유용한 장치는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중 하나를 수납하도록 특수하
게 설계된 하우징을 포함한다.  이러한 하우징은 환경으로부터 감시제어장치 및/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
를 보호하는데 유용하다. 감시제어장치와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먹이탐색 흰개미에 대한 상해를 최소화하
면서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우징내에 수납된다.  이러한 하우징은 바람직하게 내구
성, 비-생물분해성의 재료로 제조된다.

본 발명은 복잡한 기계를 요하지 않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흰개미 박멸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전
문적인 해충방제 실시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에 의해서도 용이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적해
충을 감시제어하고 표적해충에 독소를 배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리하게, 본원 명세서에 기술된 재료 및 방법은 취급자가 독소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흰개
미에 의한 독소의 섭취는 증대시킨다.  본 발명은 도시환경에서 살충제 사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다. 더우기, 본 발명은 통합해충방제(IPM :  Integrated Pest Managemant)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IPM의 제1단계는 흰개미활동을 감시제어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되면, 전체 집단개체들을 박멸하
는데 단지 소량의 살충제만이 사용되는 IPM의 제2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일단 흰개미의 박멸이 이루어지
면 필요한 경우 박멸단계와 같이 감시제어단계가 반복될 수 있어, 그 결과로 건물 또는 농지에 대해 무제
한의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하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장치들이 
있다.  특정의 표적해충 및 설정 환경에 대해 최적인 정확한 방법 및 장치는 본 명세서에 제공된 가르침
을 따른다면 당업자들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명세서는 흰개미의 박멸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흰개미의 박멸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되나, 
이러한 방법 및 장치의 변형들 및 이들의 흰개미 이외의 해충에 대한 적용은 당업자들에 의해 손쉽게 인
식되고 이용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해충 집단의 박멸을 위한 신규한 방법 및 장치에 관계한다.  본 발명은 박멸하고자 하는 해충
종에 의해 배척되지 않는 매트릭스내에 적합한 독소를 공급하는 개념에 기초한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추가의 해충을 독소로 데려오는 자가-모집방법을 추가로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자가-모집 양상은, 제거하고자 하는 특수한 집단으로부터의 해충에 
대해 유인력인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제조하는 매우 탁월하고 효과적인 제조방법이다.  따라서, 본 발명
의 매주 중요한 양상은 해충, 특히, 특수한 서식처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해충에 대해 보다 유인적인 독소
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집단으로 서식하고 페로몬과 같은 일례의 화학적 신호에 의해 서로 통신하는 곤충에 가
장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페로몬은 흰개미 및 기타의 곤충들이 통신신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주성 화합물이다.  본 발명방법은 예를 들어 이소프테라목 곤충의 포획 
및 박멸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지하의 흰개미집단을 박멸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
치가 다양한 해충종에 대해 적용가능함은 당업자들에게 매우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박
멸할 수 있는 흰개미종의 예는 코프토테르메스 포르모사누스(Coptotermes formosanus), 레티컬리테르메스 
플라비페스(Reticulitermes  flavipes),  알.  헤스페러스(R.  hesperus),  알.  버지니커스(R.  virginicus), 
알. 티비알리스(R. tibialis). 헤테로테르메스 아우레우스(Heterotermes aureus)는 물론 마스토테르미티
다에(Mastotermitidae)과 (및 해충속)(마스토테르메스 (Mastotermes)종), 호도테르미디다에
(Hodotermididae)과 [아나칸토테르메스(Anacanthotermes),  쥬테르몹시스(Zootermopsis)종], 리노테르미티
다에(Rhinotermitidae)과 [콥토테르메스(Coptotermes),  헤테로테르메스(Heterotermes), 레티컬리테르메스
(Reticulitermes),  프삼모테르메스(Psammotermes),  프로리노테르메스(Prorhinotermes), 셰도리노테르에스
(Schedorhinotermes)  종],  칼로테르미티다에(Kalotermitidae)과  [글립토테르메스(Glyptotermes), 네오테

르메스(Neotermes),  크립토테르메스(Cryptotermes),  인시시테르메스(Incisitermes), 칼로테르메스
(Kalotermes),  마지니테르메스(Marginitermes)  종],  세리테르미티다에(Serritermitidae)  과 및 테르미티
다에(Termitidae)과 [페리카프리테르메스(Pericapritermes),  알로돈테르메스(Allodontermes), 미크로테르
메스(Microtermes),  오돈토테르메스(Odontotermes),  나수티테르메스(Nasutitermes),  테르메스(Termes), 
아미테르메스(Amitermes),  글로비테르메스(Globitermes),  미크로세로테르메스(Microcerotermes)  종], 테
르몹시다에(Termopsidae)과 [호도테르몹시스(Hodotermopsis), 쥬테르몹시스(Zootermopsis) 종] 과 (및 해
충 속)의 흰개미종들 및 기타 흰개미의 해충종들을 포함한다.  간결을 위해 본 명세서는 지하의 흰개미에 
중점을 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두개의 반복적인 단계로 진행됨을 특징으로한다: (1)집단 감시제어/포획(이
하에 감시제어로 기술한다), 및 (2)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이용을 통한 해충에로의 독소의 배송.  본 발명
방법의 감시제어 단계는 임의의 흰개미의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 특정위치를 감시제어한다.  이 단계는 흰
개미의 포획과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독소배송 단계는 흰개미에게 섭취되거나 흰개미에게 접촉되
는 매트릭스내에 서-작용성 독소를 공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서-작용성 독소는 흰개미로 하여금 
죽기전에 그들의 집단 서식처로 회귀하여 그것을 통해 이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동거해충들이 독소
로의 역경로로 따라간다.  본 명세서에 충분하게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두 가지의 기본 단계는 
해충방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은 해충활동을 감시제어하는 초
기 단계와 해충활동이 감지된 경우 그것을 박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단 박멸이 완수되고나면 감시제
어 단계가 계속될 수 있다.  이들 단계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미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된 
경우에는 초기의 감시제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의  스테이션  하우징이  감시제어  및  해충박멸  모두를  위해서  이용된다.   이러한  스테이션  하우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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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미-생물분해성 재료로 제조되고, 장기간의 감시제어 및 반복적인 감시제어 및 해충박멸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탁월한 봉쇄장치이다.

이하에 상술한 두가지 단계 각각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또한, 독소배송 단계의 자가-모집 측면 및 
본 발명에 따른 특수한 장치에 대해서도 상술한다.

A. 감시제어 단계.

감시제어 단계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하의 흰개미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으로, 다른 장소로부터 흰개미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다.  흰개미가 존재한다면, 이 단계를 통해서 흰개미들을 수집할 수 있다.  흰개미가 
수집된다면, 이들 흰개미들은 본 발명의 독소배송 단계에 따라 다른 동거해충을 독소쪽으로 모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흰개미의 생존능력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흰개미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흰개미의 생존능력에 대한 영향 없이 및 생존한 채로란 용어는 포획된 흰개미가 상해적으로 상
해를 입지 않아 먹이를 탐색할 수 있고, 바람직하기로 본래의 서식처로 회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운동
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흰개미의 활동을 감지하는데 특정한 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이하에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 상술한다.  
상기 감시제어장치는 지면에, 지표면 위에 또는 지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개별적으로 또
는 감시대상이 되는 건물 주위를 포위하도록 상호연결되어 배치될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에 이용되는 재
료들은 흰개미들을 배척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재료들은 흰개미
가 감시제어장치의 위치를 알아내어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한 환경(고습도, 건조상태)에
서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적 완전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기 감시제어장치는 대다수의 흰개미들에 
의한 먹이탐색 활동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하므로, 점검 사이의 상당한 시간간격내 전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다.

감시제어장치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품이 흰개미를 감지하고 포획하는데 모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물품은 감시제어장치 또는 감시제어물품 이다.  본 발명의 감시제어단계
에 이용된 장치는 바람직하게 흰개미에 대한 상해를 최소화하면서 흰개미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한다.  상
기 장치는 흰개미의 침입을 받기 쉬운 어떠한 재료로도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재료는 셀룰
로오스를 포함한다.

감시제어 단계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감시제어장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그것을 감싸고 있는 외
측 하우징을 이용한다.  이하에서 상기 외측 하우징을 스테이션 하우징이라 칭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흰개미들이 감시제어장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개의 입구지점을 
갖을 수 있다.  이러한 입구지점들은 표적해충이 출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만 하고 훨씬 클 수도 
있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지면에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추가로 일단부에 보강팁을 추가로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상기 보강팁의 반대쪽 타단부에 커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하에서 상기 커버에 대해서 상술한다.  토양내 또는 지상에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한 스테이션 
하우징에 대해서도 상술한다.

스테이션 하우징이 이용되는 경우에,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감시제어 단계 및 독소배송 단계 모두를 위
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흰개미가 감시제어장치내에서 발견되면, 상기 감시제어장치(독
소 없는)를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제거하고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교체할 수 있다.  스테이션 하우징 
이용의 하나의 장점은, 스테이션 하우징이 제자리에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 상기 감시제어장치의 제거에 
의해 흰개미들의 먹이탐색통로가 심하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시제어장치가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교체되어도, 흰개미들은 먹이탐색통로의 광범위한 재건 없이 용이하게 먹이탐색을 개시할 수 
있다. 더우기, 일단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흰개미 집단을 박멸하고나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대상 장소의 감시제어를 다시 시작하도록 감시제어장치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전과정 동안 상기 스
테이션 하우징은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잔존한다.  따라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바람직하게 내구성, 
비-생물분해성 재료로 제조되고, 해충방제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감시제어장치 또는 바람직하게, 감시제어장치를 구비하는 스테이션 하우징은 흰개미가 침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지면에 또는 기타 적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상기 감시제어장치는 토양내로 투입됨
으로써 직접적으로 지면에 배치되거나, 장치가 본래의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갖는 기존
의 구멍 또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감시제어장치는 지면내 또는 지면상에 위치된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배치될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 및/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은 지면상에 수평으로 놓이
거나 구멍내에 수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감시제어 단계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감시제어장치는 표적해충이 장치내로 들어오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학적 및/또는 물리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먹이, 수분, 건조 부패진균, 및 페로몬 또는 이들의 유사체(예컨대, 글리콜 화합물)와 같은 다양한 화학
적 수단 및 형태, 크기, 및 질감과 같은 물리적 특성들을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 변형의 하나의 예로 
스테이션 하우징의 상부에 또는 감시제어장치가 스테이션 하우징 없이 지면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시제어
장치 상부에 위치된 커버를 들 수 있다.

일단 흰개미에 의해서 침입되면, 감시제어장치를 토양 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서서히 꺼낸다.  상
술한 바 대로, 흰개미들의 먹이탐색통로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 하우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시제어장치를 제거하고나서, 스테이션 하우징 또는 감시제어장치에 의해서 이전에 점유되었
던 기타의 장소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배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시제어장치에 의해서 흰개미의 존
재가 확인될 때까지 독소는 이용되지 않는다.

이하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될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감시제어 장치내에 수집된 흰개미들은 보다 많
은 흰개미들을 독소쪽으로 모집하는데 이용된다.  이것을 자가-모집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감시제어장
치는 흰개미의 포획을 촉진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런 장치는 아래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공
유면을 갖을 수 있다.  지면 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의 제거 후에, 감시제어장치의 공유면들은 서
로 분리되고 흰개미들은 그들로부터 적출된다.  감시제어장치의 크기와 형태는 장치내에서 먹이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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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흰개미들이 최소한의 상해를 입고 적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최소한의 상해란 포획된 흰개미들이 
생존상태로 존재하고 먹이탐색 및 페로몬 생성을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동거해충들을 독소쪽으로 모
집하기 위해 서식처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적출된 흰개미들은 집단으로부터 독소-함유 매트
릭스를 통해 및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다른 흰개미들을 모집하는 데 이용된다. 흰개미들을 감시제어장치
로부터 독소배송장치로 옮기거나 태핑함에 의하여, 감시제어장치내에서 먹이를 탐색하는 흰개미들을 독소
배송장치로 이전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독소배송장치를 미끼 튜브라 칭한다.  상기 독소배송장치는 그 내
부에 흰개미들이 위치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 상부에 실(chamber)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을 본 명세서에서는 '모집자실'이라 칭한다.  미끼 튜브 및 스테이션 하우징을 나가기 위해 흰개미는 이
어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파고나아가야 한다.

B. 독소 배송.

독소배송 단계의 목적은 집단으로부터의 가능한 많은 흰개미들을 독소와 접촉시키거나 독소를 먹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독소배송 단계를 본 명세서에서는 특히 흰개미와 관련하여 상술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방법은 다른 곤충들, 특히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거나 서식처에서 함께 생활하고 화학
적 신호, 즉, 페로몬에 의해서 서로 통신하는 사회적 곤충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독소배송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소는 활성성분(AI) 및 적당한 담체(매트릭스)를 표적해충이 상기 활성성분
과 접촉하거나 그것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환경, 실시자, 및 기타 독소의 표적이 아닌 생물체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면에 , 지표면상에 
또는 지상에 배송된다.  예를 들어, 적합한 매트릭스는 코팅가능하고, 부동성이며, 견고한 천연의 또는 
인공의 먹이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상기 매트릭스는 해충을 유인할 필요는 없지만, 배척해서는 않된다.  
매트릭스의 제공(스테이션 하우징 등 예)은 해충들이 독소와 접촉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적합한 매트릭
스는 더우기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배치 또는 포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비강성(연질) 매트릭스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케이스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는 스테이션 하우징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실상,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스테이션 하
우징내의 용이한 배치를 촉진한다.  독소-함유 매트릭스 및 주위의 케이스가 바람직하게 스테이션 하우징
내에 배치되지만, 그 대신에 케이스는 직접 토양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견고한 재료로 제조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가 필요한데, 이것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매우 높은 수분 함량을 
갖고, 다소 비정형이어서 그것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케이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상기 케이스는 또
한 건조를 방지해 주고, 독소와 취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독소배송 단계의 완수 후 독소-함유 매트
릭스의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이하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는 모집자실을 포
함하거나 그것을 형성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는 표적해충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적
당한 개구부를 포함하거나 해충이 저작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개구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얇은 중합체 재료가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납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독
소-함유 매트릭스는 케이스내의 소세지처럼 케이스내에 수납될 수 있다.  중합체 재료의 사용은, 그러한 
재료가 매트릭스의 건조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갖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독소-함유 매
트릭스를 포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재료는, 카드보드 및 기타의 셀룰로오스 재료, 심지어 종이 및 
왁스를 포함하나 이들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포장하는 방법은 인간 또는 환경
과 독소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정량의 독소를 정확하게 공급하는 적량-팩을 만드는 이점이 있
다.

셀룰로오스-함유 재료로 형성가능한 적합한 매트릭스는 목재입자, 또는 목재 가루, 재활용 종이, 또는 메

틸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및  하이드록시부틸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Methocel  
(Dow Chemical Company의 상표)이라는 상표명하에 상업적으로 수득가능한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포함하지
만,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셀룰로오스 함유 매트릭스는 표적 흰개미종에 대해서 배타
적이 아닌 톱밥 또는 목재가루이다.  충분한 수분의 존재에 유인되거나 의존하는 흰개미 및 기타의 해충
종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상기 매트릭스는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습윤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적당한 습윤제는 흡수성을 갖을 수 있다. 감시제어단계에 이용되는 매트릭스내에 독소가 충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시제어단계 및 독소배송 단계는 동일한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활성성분은 서-작용성이고, 표적곤충을 격퇴하지 않는 농도에서 치사성이며, 상술한 매트릭스와 
혼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독소와 접촉하거나 독소를 섭취한 해충이 즉시 죽지 않고 다른 동거해충
을 독소쪽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단으로 이동 및/또는 경유하며, 그 결과로 집단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를 박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정해진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지연 치사효과라는 용어는 
흰개미의 죽음이 흰개미가 활성성분을 섭취하거나 그와 접촉한 후 수초 내지 수분과 같은 단기간내 또는 
그 즉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흰개미가 독소와 접한 후 수시간, 바람직하게 수일 내
지 수주 후에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연 치사효과는 흰개미들이 죽기전에 집단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소배송 시스템의 위치가 집단내 동거해충에게 통신될 수 있도록 한다.  화학적 신호는 매
우 효과적인 통신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종 특정 종 또는 집단에 대해서 특이적이기 때문에, 상기 통신이 
페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페로몬에 의한 통신은 섭식-개시 페로몬을 직접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에 배치함에 의해, 본 발명에 따라 더욱 증진된다.  포획된 해충이 독소배송장치 및
/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나가서 집단으로 회귀하기 전에 해충으로 하여금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
여 먹이를 탐색하도록 강제하여 상기 페로몬을 배치한다. 이러한 독특한 자가-모집 방법에 의해서 동거해
충을 독소 매트릭스로 매우 효과적으로 모집하여 서-작용성 독소에 노출시킬 수 있다.

상기 활성성분은 화학적 살충제, 곤충성장 조절제, 또는 미생물 병원체 또는 그들의 독소 조제를 포함할 
수 있다.  독소의 예는 붕산염(붕산,디소디움 옥타보레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 미렉스, 설플루라미드 
및 관련 플루오르알킬 술폰아미드, 하이드라메틸논, 아버멕틴, A-9248(디이오도메틸 파라-톨릴 술폰), 플
루오르술포네이트,  아미다클로프드,  아자디락틴,  키로마진,  유충  호르몬(JHs),  유충  호르몬 유사체
(JHAs), 메토프렌, 하이드로프렌, 트리프렌, 퍼네시닉 애시드에틸 및 알콕시 유도체와 같은 유충 호르몬 
모노조체(JHMs), 피리프록시펜(Nylar), 페녹시카르브 및 헥사플루뮤란 및 기타의 아실 우레아와 같은 키
틴  합성  억제제(CSIs),  디플루벤쥬론(Dimilin)  및  아자디락틴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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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독소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억제제는 메타리지움 아니소플리아에(Metarhizium 
anisopliae),  및 베아우베리아 바시아니아(Beauver  ia  bassiania)와 같은 곤충발생 진균, 네오플렉타나 
카포캅사에(Neoplectana  carpocapsae)와  같은  곤충발생 선충,  곤충  바이러스,  바실러스 슈린지 엔세스
(Bacillus  thuringiensis),  아스페루질루스  플라부스(Aspergillus  flavus),  및  세라티아 마르세스센스
(Serratia marcescens) 와 같은 병원성 세균 또는 [비.슈린제엔시스] 또는 기타의 생물학적 억제제로부터 
유도된 독소 조제를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살충제들도 미소캡화된 제형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미소캡슐화는 다른 속효성 독소의 작
용을 감속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하나는 예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제형화중에 샐룰로오스 재료내에 충진
되거나 함입될 수 있는 헥사플루뮤론을 이용한다.

상기한 대로,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의 진보된 특성은 수집된 흰개미들을 다른 동거해충들을 독소쪽으
로 모집하는데 이용하는 자가-모집 방법을 포함한다.  특정한 곤충들이 페로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를 이
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서 페로몬은 예컨대, 먹이 공급원과 같은 곳에 위치했던 곤충이 지
나간 경로를 따라 배치된다.  이어서, 보통 동일한 집단내의 다른 곤충들은 상기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나서  그  먹이공급원으로  향한다.   이러한  일부  지하  흰개미의  경로-추적  페로몬은  동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 생성물 또는 그 유사체의 합성은 어렵고, 고가이고 비실용적이다.  더우기, 이러한 
페로몬의 적정 농도 및 조성은 종- 및 집단-특이적이고, 게다가 경로 페로몬은 섭식-개시 페로몬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경로 페로몬의 소비는 흰개미가 먹이 공급원 및 동거해충들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필요
한 표식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들은 자신들의 경로 페로몬을 먹는 것을 매우 꺼린다.  따라서, 
독소내에 경로 페로몬 또는 그의 유사체를 함입시킴은 흰개미를 특정 장소로 데려오기는 할 것이나 그 장
소에서의 섭식은 방해할 수 있다.  섭식 행동은 특정 해충 및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이적일 것으로 예상
되는 상이한 페로몬에 의해서 개시된다.  따라서, 흰개미를 유인해서 섭식을 개시시키는데 광범위하게 이
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기능적인 합성 페로몬을 재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자가-모집의 이점은 포획된 흰개미들을 다른 해충들을 독소쪽으로 모집하고 섭식 행
동을 개시시키기 위한 종 - 및 집단-특이적인 페로몬 생산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독소를 
공지의 다른 방법 및 독소에 비하여 고도로 유인적으로 만든다.  이 방법은 하나의 집단으로 부터 대다수
의 해충들을 독소로 집합시키는데 매우 적합하다.  자가-모집 실시예에 있어서, 감시제어 단계에서 수집
된 흰개미들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독소배송장치내에 배치되고, 그들의 서식처로 회귀하기 전
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저작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흰개미들은 독소와 
접하거나 그것을 섭취하고 독소-함유 매트릭스 전체에 적당한 통신 신호를 남긴다.  이것이 다른 동거해
충들로 하여금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찾아내고 섭식 행동을 개시하게 한다.

자가-모집 시스템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 감시제어장치내의 흰개미들을 독소-함유 
매트릭스(제3도)의 정단부에 위치된 빈 모집자 실내로 서서히 옮긴다.  이러한 실은, 예컨대, 직경이 약 
3.0cm이고 깊이가 약 2.0cm이다.  보다 작거나 훨씬 큰 실이 이용될 수도 있다.  이어서, 열린 상태의 정
단부를 바람직하게 닫거나 뚜껑으로 덮는다.  모집자실내의 흰개미들에게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천공할 수 있다.  이어서 흰개미들은 독소-배송장치 및 스테이션 하우징을 나가기 위해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집자실로부터 매트릭스내로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  흰개미들은 그들의 지하통로로 회귀하기 전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통하여 파고 나아가면서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에 종 -및 집단-특이적인 페로몬을 남긴다.  흰개미들의 퇴거 과정은 매트릭스의 밖
으로 향하는 구멍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흰개미로 하여금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통과하
여 이동하여, 다른 동거해충들을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모집해올 수 있도록 매트릭스 및/또는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바람직한 페로몬을 남기도록 강제한다.  상술한 대로, 자가-모집 방법은 유리하게 동일한 집
단으로부터 다른 동거해충들을 모집하기 위해, 종- 및 집단-특이적인 페로몬을 남기는 동거해충을 사용한
다.  이것은 특이성의 결여 또는 섭식-행동이 아닌 경로추적을 개시시키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합성 
페로몬의 사용에 비해 훨씬 바람직하다.   포획된 흰개미에 의해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에 특수한 페로몬
을 배치하여 다른 동거해충을 독소-함유 매트릭스쪽으로 모집하는 것을 돕는 것은, 그 매트릭스 위에서 
다른 동거해충들이 먹이를 탐색하고 독소에 노출되고 또 더 많은 페로몬을 생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가
-모집 흰개미 박멸방법을 제공한다.

C. 장치.

본 발명의 방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된 것은 신규한 장치이다.  상술한 대로, 감시제어 단계를 위한 하나
의 방법은 그 지역 고유의 흰개미를 감시제어하고 포획하기 위해 지면내(또는 하우징내)에 배치된 신규한 
별이의 물품을 사용한다.  흰개미들은 여전히 생존한 상태로서 독소배송 단계에서 사용되는 독소배송장치
로 용이하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포획된다.

감시제어/포획 단계에서 이용되는 감시제어장치는 두 개 이상의 서로 체결될 수 있는, 상접하는 분리가능
한 재료편들로 구성된다.  상기 두-재료편 구조는 장치내로 흰개미들을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게한다.  
예를 들어, 목재 단주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체결될 수 있는 상접하는 재료편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재료편들을 서로 묶는 체결대는 가요성의 금속밴드, 점착성 테이프등일 수 있다.  제2도에 도시된 
대로, 상접하는 재료편들은, 받침대를 형성하는 세로 지지부에 의해 교연된 수평밴드로 구성되고, 흰개미
들에 의해서 심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 조차도 지면으로부터 감시제어장치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단부에 손잡이를 갖는 받침대 장치내에 수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지상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톱밥과 같은 먹이 공급원을 수납하는 장치, 또는 변형된 감시제
어장치가, 수목 또는 건물의 벽면상에 위치되거나 그곳에(또는 내부에) 부착될 수 있다.  지상의 감시제
어장치는 정기적인 감시제어 및 독소배송 단계에 이용하기 위한 해충의 포획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다.

신규한 감시제어 단계 및 독소배송 단계는 신규한 하우징장치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상기 신규한 하우
징장치 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은 감시제어장치와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납하고 보호하도록 및 바람직하
게, 그 안에서 흰개미가 치사랑의 서-작용성 독소에 노출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와 흰개미의 접촉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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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도록 설계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는 감시제어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감시 제어장치를 수납할 수 있고, 이어서, 
감시제어장치를 제거한 후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납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션 하우징을 이용할 수 있
다.   대안적으로,  상기  스테이션은  동시에  감시제어장치와  독소배송장치를  수납하도록  설계될  수  도 
있다.  감시제어장치가 톱밥 또는 기타의 셀룰로오스 재료를 감시제어장치의 하나의 요소로 이용하는 경
우에, 상기 톱밥은 스테이션 하우징내에의 배치 및 그로부터의 제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케이스내에 포
장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감시제어 혼합물의 포장에 이용되는 재료는 흰개미가 먹을 수 있는, 종이, 카
드보드, 페이퍼보드 등과 같은 셀룰로오스-함유 재료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독소 및 그의 매트
릭스도 마찬가지로 셀룰로오스-함유 포장과 같은 케이스로 포장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포장은 취급
자가 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 하우징은 장기간의 감시제어를 위해 감시제어장치를 수납하
고 박멸이 필요한 경우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납하도록, 본래의 위치에 무기한적으로 잔류하도록 정해
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상, 스테이션 하우징은 다양한 환경(즉, 다습 대 건조)에서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또는 독소배송장치)를 수납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하고, 표적해충
이 하우징을 경유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즉, 기형성된 입구 지점을 갖거나 곤충이 스스로 그 자신의 개
구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재료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비-분해성
이고 표적곤충에 의해 격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스테이션 하우징은 반복 또는 지속 사용
가능하고, 환경상 허용되며, 독소와 취급자 및 환경사이의 효과적인 장벽이 된다.  그것은 제거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사용될 수 있다.  하우징의 구성재료는 플라스틱과 같은 중합체, 알루미늄 또는 강철과 같은 
비부식성 금속, 왁스, 및 비-생물분해성 셀룰로오스 기초 재료를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흰개미에 의해 섭취되지 않는 스테이션이 바람직하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예컨대, 수목속 또는 건
물 위와 같은 지상에서의 사용에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연질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통상적으로, 
미끼튜브의 취급자와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시제어과정으로부터 수집된 흰개미들이 
다른 동거해충들을 모집하기 위해 먹이탐색통로로 회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설계된 미끼 튜브(본 명세서
에서는 독소배송장치라고도 칭한다)를 형성하도록 다른 재료(케이스)내에 수납된다.  상기 미끼튜브는 유
효량의 독소를 함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크기와 형태를 지니면서도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상기 미끼튜브는 표적곤충들이 접근할 수 있을만한 크기와 형태를 지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미끼튜브
는 실린더 형상, 원반형, 장방형, 및 원추형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기 미끼튜브는 토양
에 직접 위치하거나 스테이션 하우징에 호환적으로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 하우징은 감시제어장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커버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커버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둘러싼 미세환경을 조절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커버는 부근의 지면이 덮히도록 스테이션 하우징의 주요 부분의 경계를 넘어
서까지 확장되도록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은 더운 기후에서는 주변 토양을 그늘지게 하여 주변 
토양을 차고 습기있게 유지하고, 보다 추운 기후에서는 온난함을 보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조건
은 먹이를 탐색하는 흰개미들이 스테이션 하우징 및 수납된 재료들과 접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
혀졌다.  상기 확장된 커버는 또한 스테이션 하우징의 위치를 육안으로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는 효
과도 갖는다.  상기 커버는 수납 및 토양밖으로 스테이션 하우징을 잡아당기는데 이용되는 내부기구의 제
거 용이화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 토양에 고정될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 및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삽입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커버에 개폐가능한 개구부
(또한 본 명세서에서 리드로 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유리하게, 상기 리드는 손을 타기 어려운 또는 
어린아이가 장난할 수 없는 기작으로 장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드는 그러한 
리드의 제거 목적상 특수하게 맞추어진 도구의 도움에 의해서만 제거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이어서 상
기 도구는 스테이션 하우징의 점검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일재료편 
구조이거나 다재료편 구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버는 스테이션 하우징의 나머지 부분상 또는 그 상
부에 맞는 분리가능한 재료편으로 제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커버는 스테이션 하우징의 나머지 
부분에 성형되거나 고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리드도 커버 및 스테이션 하우징의 나머지 부분에 
부착되거나 그로부터 탈착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스테이션 하우징의 하나의 실시예를 제2도에 도시하
였다.

상기 커버의 하나에 실시예는 원추형의 저부와 철면 정단부를 갖는 원형 또는 원반형 장치이다.  커버 하
부의 온도 및 습도를 더욱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포 폴리스티렌폼과 같은 단열재를 커버 재료안에 함
입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커버의 직경은 4 인치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상기 커버의 저부는 
방사상으로 홈이 패이거나 요철부가 형설될 수 있다.  정단부는 평활면일 수 있다.  상술한 대로, 커버의 
중심부에는 개폐가능한 개구부(리드)가 존재할 수 있다. 개구부는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 
또는 미끼튜브가 관통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큰 것이다.  상기 리드 또한 점검창 역할을 한다.  게다가, 
커버의 중심부와 외주면 사이에 못 또는 작은 고정구가 커버를 지면에 고착시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의 감시제어장치 및 독소-함유 매트릭스(미끼튜브)의 제
거를 용이하게 하는 인출기 또는 그와 유사한 장치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출기에는 예컨대, 손
잡이, 끈, 코드, 또는 기타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감시제어 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직접 인
출할 수 있는 기구등이 포함 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인출장치는 그 상부에 감시제어장치 또는 미
끼튜브가 위치하는 선반에 체결될 수 있다.  상기 인출장치는 선반 및 스테이션 하우징 밖으로 감시제어
장치 또는 미끼튜브를 인출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특히 유리한데, 그것은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중 하나의 제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소-함유 매트릭스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우기,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중 하나에서의 흰개미들의 활동은 이
러한 물품들의 구조적 완전성 및 강건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어, 상기 재료를 인출하
기 위한 선반요소를 포함하는 인출기의 도움 없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출기의 선반요
소의 추가의 장점은 그것이 시간의 경과후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축적될 수 있는 오염물질 또는 잔해들의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래가 많은 토양의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상기 인출기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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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어장치가 스테이션 하우징내에서 하나의 재료편이지만 하우징으로부터 제거되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편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감시제어장치의 재료편들을 서로 체결하는 기능도 갖는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감시제어장치내에 포획된 흰개미들은 그들의 집단으로 회귀
하기 위해 나가기 전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이동하도록 강제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
이션 하우징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미끼튜브) 또는 이들 양자는 흰개미들을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통
과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조된다.  예를 들어,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위한 케이스는 독소-
함유 매트릭스의 단부를 넘어서 약간 돌출된 강성의 상단부를 갖을 수 있다.  이러한 강성 상단부는 흰개
미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케이스의 단부 역시 흰개미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케이스의 상단부는 
이러한 상단부에 열결된 단부와 함께,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의해 형성되는 실의 말단을 갖는 모집자실을 
형성한다.  따라서, 모집자실을 나가기 위해, 흰개미들은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이동하도록 강
제된다.  이러한 모집자실의 많은 상이한 변형들이 예상되고,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당업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 본 발명을 예시적 과정 및 최량의 양태를 포함하는 실시예를 들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실시예들은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모든 백분율은 중량부이고 모든 용매 혼합 비율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부피비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d도는 스테이션 하우징이 감시제어장치 이어서 독소배송튜브를 수납하기 위해 이용되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의 예시도이다. 보다 상세하게, 제1a도는 토양에 선-설치된 스테이션내에 감시제어 장치를 
배치한다음 스테이션 상부에 커버를 씌우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제1b도는 스테이션 및 감시제어장치에 
이르는 흰개미의 먹이 탐색통로를 도시한 것이다; 제1c도는 동일한 스테이션에서 감시제어 장치를 제거한 
후 독소배송튜브로 교체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제1d도는 독소로 다른 흰개미들을 모집하기 위해, 감
시제어장치내에 포획된 흰개미들을 독소배송튜브의 모집자실내로 옮기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제2a도 및 제2b도는 각각 감시제어장치 및 스테이션 하우징의 평면도 및 측면도이다.

제3도는 모집자실을 갖는 미끼튜브를 도시한 것이다.

제4도는 건물의 기초에 인접하는 토양에 위치된 감시제어장치 블록을 포함하는 서로접속된 스테이션 하우
징을 도시한 것이다.  얇은 금속박 스트립이 감시제어장치 블록내에 박혀 있다.  감시제어장치 블록이 건
물 주위로 서로 접속되면 연속적인 회로가 형성된다.  감시제어장치 블록이 흰개미에 의해 심하게 공략되
면 그 결과로 회로가 절단되는데, 이것을 전기장치에 의해 용이하게 감지될 수 있다.

제5a-c도는 흰개미 감시제어장치/포획/독소-배송 스테이션의 하나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5a 및 5b도
는 주조물을 갖는 벽부에 설치하는 과정을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제5c도는 박스, 독소 매트릭스 및 
리드가 벽부에 대해 적절하게 안착되는 대로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제6도는 수평 감시제어장치 및 스테이션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제7a-7d도는 수평 감시제어장치 및 독소배송 시스템의 일 사용예를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1- 흰개미 박멸을 위한 통합 해충 방제 시스템]

본 발명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는 다음과 같이 지하 흰개미를 박멸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a) 스테이션 하우징 및 감시제어장치의 배치.

스테이션 하우징의 배치를 위해서 토양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스테이션 하우징을 구멍
에 넣는다.  감시제어장치를 스테이션 하우징 내부에 장착한다.  스테이션 하우징의 상부에 커버가 위치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커버를 지면에 고착시킨다.  그렇지 않으며, 감시제어장치를 스테이션 하
우징내에 배치한 후 스테이션 하우징의 개구부가 지면 가까이 될 때까지 이 스테이션 하우징을 삽입하거
나 망치로 박는다.  또한 감시제어장치 또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지면상에 또는 토양 표면 하부에 수평으
로 배치할 수도 있다.

(b) 감시제어장치의 점검.

흰개미 침입의 조짐에 대해서 상기 장치를 육안으로 조사함으로써, 흰개미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제
어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의 점검은 매주, 격주로, 매월 등 필요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점검은 육안으로 행하거나 자동점검장치에 의해서 행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흰개미들은 부드러운 재료를 저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얇은 금속박을 감시제어장치내에 삽
입하여 전기장치에 연결할 수 있다. 흰개미들이 얇은 금속박을 통과하면서 저작하면, 회로가 절단되어 흰
개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제4도 참고).  또한 감시제어장치는 감시제어장치내에서 흰개미들이 
섭식할 때 흰개미들이 내는 소리를 감지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c) 흰개미의 존재의 감지.

감시제어장치내 흰개미의 존재의 감지시에는, 스테이션 하우징(또는 토양)으로부터 감시제어장치를 꺼내
어 독소배송장치(미끼튜브)내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교체한다.  감시제어장치내에 포획된 흰개미들을 적
출하여 독소배송장치의 상부실로 천천히 옮긴다.  이러한 상부 실이 모집자실이다.  이렇게 된 후 흰개미
들은 나가기 위해서 출구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이동해야만 한다.  감시
제어장치로부터 흰개미들의 존재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또는 이미 존재가 확인된 경우) 득소를 사용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독소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흰개미가 감지되면, 독소배송장치내에서 더 
이상 흰개미들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이용된다.  이 때, 감시제어장치가 
다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감시제어장치를 독소배송장치로 교체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서는 감시제어장치는 제자리에 잔류시키고, 독소배송이 필요한 경우 독소배송장치를 감시제어장치에 추가
하거나 설비할 수 있다.

22-10

1019940704385



[실시예 2 -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제조]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바람직하게 분말상 또는 미소입자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활성독소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분말상의 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와 독소의 보다 균질한 혼합을 가능케하고 포장 및 취급을 
용이하게 한다.  수분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습윤제 성분을 매트릭스에 부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의 실시예에 있어서, 약 1% 내지 약 5% 의 Methocel  용액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Methocel  은 

미생물의 생장을 허용하지 않는 비-영양성 습윤제이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  약 1-2% 용액이 바람직
하다.  상이한 흰개미종의 선택에 따라 수분함량은 달라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셀룰
로오스 성분으로 톱밥을 사용하고, 중량부로 약 50% 내지 약 90%의 수분함량을 수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의 수분을 포함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수분함량은 약 60-8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수분함량은 변경
될 수 있지만, 매트릭스의 건조 성분을 완전하게 습윤화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최종 매트릭스의 바람직
한 경도는 반고체 페이스트로서, 그것에 의해 톱밥 또는 목재분말이 함께 압축되어 형성되거나 성형될 수 
있다.  약 80%의 수분을 함유하는 톱밥은 미국 흰개미(Reticultermes 종)및 대만산 흰개미(C. 
formosanus)의 섭취를 촉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결과는 예컨대, 떡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또는 단풍나무와 같은 경재(硬材)로부터의 톱
밥이 일부 흰개미들에 의해서 선호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전에는 흰개미들은 보다 먹기 쉬운 연
재(軟材)를 선호하는 것으로 주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결과이다.  그러나, 실
제적인 고려는 몇몇의 경우에 연재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되는 경우에, 톱밥 이
라는 용어는 목재분말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미세하고, 목재로 부터 톱질 및 기타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미세 목재분말을 의미한다.  더우기, 재목의 종의 적절한 선택 및 최대입자 크기의 적절
한 선택에 의해 바람직한 재목으로 매트릭스를 제조할 수 있다.  박멸될 흰개미의 정확한 종에 의해 최적 
목재분말 및 최적 입자크기가 결정된다.  

독소배송 단계에서 이용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제조한다:

1.  경재 톱밥 또는 목재분말을 약 80% 수분(w/w)의 비율로 물과 혼조한다.  대안적으로, 수분 성분은 1-

2% 의 Methocel  용액일 수 있다.

2.  독소를 상기 톱밥/수분 매트릭스에 완전하게 혼합하여 균질한 최종 농도를 수득한다.  헥사플루뮤란
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농도는 약 5000ppm이다.

3.  부가적인 수분 또는 톱밥으로 조절하여 스테이션 하우징 또는 바람직하게 미끼튜브를 형성하기 위해 
케이스내에 충진될 수 있는, 반고체의 성형가능한 경도를 갖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득한다.

4.  적당한 수분함량을 유지하도록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방습 및 밀폐된 패키지내에 저장한다.

[실시예 3 - 스테이션 하우징의 구성]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 하우징은 일단부는 뾰족하고 반대쪽 타단부는 개폐가능한 
개구부인 강성 튜브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튜브는 바람직하게 흰개미들에 의해서 섭취되지도 않고 흰
개미들에 대해서 유인성도 아닌, 비-생물분해성, 내구성 재료로 제조된다.  이러한 스테이션 하우징은 습
기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지하에 매장되는 경우에, 부식 또는 분해에 대하여 내구적인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스테이션 하우징의 질감은 거칠 수도 있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전형적으
로 흰개미들이 감시제어장치 또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구지점을 포함할 것이
다.  이러한 입구지점은 스테이션 하우징의 내구성 및 구조적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스테이션 하우
징의 내부실로 오염 물질 또는 잔해들이 쉽게 들어가도록 너무 크거나 많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상기 입
구지점은 그 내부의 재료에 대한 흰개미의 용이한 접근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실
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 하우징 측면상의 수많은 입구지점들은 독소배송튜브의 내벽에 부착하기 위해 만
곡될 수 있는 내부 튜브로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토양으로부터 스테이션 하우징으로 들어가
는 흰개미들은 샛길 및 독소내로 향하게 된다.  만곡된 내부 튜브는 토양내 흰개미들에게 입구지점을 제
공한다.  이러한 입구지점은 만곡된 샛길이기 때문에,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접근
될 수 없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입구지점의 직경은 흰개미의 머리보다 크지만 흰개미의 머리 및 
두 더듬이의 폭보다는 작다.  이러한 구명들은 예컨대, 약 0.25cm의 직경을 갖을 수 있다.

독소-배송  장치(미끼튜브)는  개폐가능한  개구부  말단보다  낮은  고도로  스테이션  하우징에  부가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고도는 상기 개구부 말단 하부 약 2.0cm일 수 있다.  실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삽
입물이 미끼튜브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삽입물은 모집자실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실은 미끼튜
브내로 들어옴으로써 실을 나갈 수 있도록, 미끼튜브와 접하는 말단에 구멍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실
은 또한 공기의 유동을 촉진하는 매우 작은 구멍을 갖을 수도 있다.  예컨대, 그들은 약 0.25cm의 내부직
경을 갖는 6 개의 구멍일 수 있다.  삽입물의 구멍으로부터 돌출한 수직 관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내로 
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미끼 스테이션의 어떠한 외부 개구부로부터도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접
근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섣부른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상기 플라스틱 삽입물은 
미끼튜브의 반대쪽 실의 단부에 탈착가능한 캡을 갖을 수 있다.  이러한 탈착가능한 캡은 스냅식으로 부
착되거나 나사에 의해 부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캡은 어린이들이 장난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닫힌 실은 자가-모집에 이용될 흰개미들이 위치할 장소로 제공된다.

[실시예 4 - 지하 흰개미의 집단억제를 위한 수평 스테이션 하우징]

암반성 토양을 갖는 일부의 장소에서는 수직형 스테이션 하우징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더우기, 일부
의 흰개미종들은 토양표면에서 먹이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어, 수직형만큼 깊게 스테이션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는 토양표면 가까이에 설치될 수 있는 수평 스테이
션 하우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테이션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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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하우징은 차단 기부를 갖는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 있다.  일례로, 이러한 컨테이너는 약 21.5 
× 16 × 5.5 cm일 수 있다.  컨테이너의 4 개의 수직벽을 통해서 다수의 구멍을 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구멍들은, 예컨대, 약 3mm의 내부직경 및 약 0.6mm의 외부직경일 수 있다. 이러한 구멍의 배치는 하우
징내로 토양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흰개미가 기어오기에 적합한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내측 
및 외측 벽을 모래로 덮을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는, 예컨대, 손잡이에 부착된 지지 스트립에 의해 결착
된 3개의 목재 재료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시제어장치는 컨테이너 내부에 배치될 수 있고,  부착된 
손잡이를 이용해서 흰개미에 대한 상해를 최소화하면서 제거될 수 있다(제6도).

특소배송.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설비된 컨테이너는 독소배송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예컨대, 약 
19.3 × 13.5 × 4.5 cm의 크기일 수 있다.  탈착가능한 커버를 제외하고, 흰개미의 출입을 위해서 컨테
이너의 모든 면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구멍들은, 예컨대, 약 0.24cm 의 
직경을 갖을 수 있다.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쉽게 손댈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약 90°만곡된 내부튜브에 
의해서, 상기 구멍들은 독소배송장치의 내부로 확장된다.  독소배송장치의 내측 및 외측 벽을 모래로 덮
을 수 있다.  상기 독소배송장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와 함께 예컨대, 약 컨테이너의 정상으로부터 약 
1cm 까지 충진될 수 있고, 커버에 의해 커버될 수 있다.

작동과정.

감시제어장치로서 목재 재료편을 포함하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지면 아래에 배치하고 얇은 토양층으로 복
토(覆土)한다. (제7a, 7b도).  이러한 얇은 토양층은 예컨대, 약 1cm 의 두께로 복토될 수 있다.  이어서 
흰개미의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시 제어장치를 점검한다.  흰개미들에 의해 침입된 감시
제어장치를 서서히 꺼내어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독소배송장치로 교체한다(제7도 참고).  보드
로부터 적출된 흰개미들은 독소배송장치의 상부 1cm 깊이 실내로 옮겨지고(제7d도), 동거해충들을 독소배
송장치로 자가-모집하기 위해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에 집단 인식 반화학약품을 남긴다.

[실시예 5]

본 발명의 방법, 재료, 및 장치들은 농경지, 산림, 골프 코스, 및 기타의 건물이 아닌 표적을 공격하는 
흰개미들을 박멸하는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  동일한 재료 및 방법이 최적의 결과를 수득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변형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업자들에게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6- 지상에서의 감시제어 및 독소배송]

건물 주변의 토양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도시지역에서 감시제어장치 및/또는 독소배송장치를 
지면내에 또는 지표면상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지역에서도 흰개미들의 
침입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대안적인 적용 및 설계는 지상의 시스템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감시제어장치 및/또는 독소배송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흰개미들의 지상 침입이 관찰
된 경우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지상 설계를 제5도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지상 시스템은 건물의 벽면에 또는 그 위에 설치되거나 
안착되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포함한다.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벽면 및 목재 문틀, 주조물등에 동시에 
잘 맞도록 설계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독소-함유 매
트릭스를 수납할 수 있는데, 실질상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독소-함유 매트릭스는 다양한 형태 및 크
기로, 예컨대, 장방형 박스형으로, 지상 시스템 하우징에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포장될 수 있다. 지
상 시스템 스테이션 하우징은 벽면과 접하거나 벽면 위에 안착되는 면이 실질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  스
테이션 하우징의 외부로 향하는 면은 개폐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첩에 의해 연결되 리드 또는 
분리된 리드가 개구부의 상부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리드는 스테이션 하우징을 대하는 사람이 독소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리드는 어린이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실수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수단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커버는 매트릭스로부터 수분의 손실을 방지
하는 기능도 갖는다.  수분손실은 독소를 포장함으로써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독소-함유 매트릭스
를 흰개미가 섭취할 수 있는 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케이스는 상술한 바와 같은 카
드보드, 페이퍼보드, 종이등일 수 있다.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포장하기에 알맞은 재료는 파라핀-종이인
데, 그 이유는 그것의 수분보유능 때문이다.

스테이션 하우징을 벽면, 울타리, 수목 그루터기, 수목줄기 또는 기타의 구조적 부재에 부착한 후에, 구
조적 부재를 통해 흰개미들의 통로지역내로 구멍을 천공함에 의해, 흰개미들의 통로와의 접촉을 촉진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셀룰로오스 감시제어장치를 하우징내에 설치할 수 있다.  흰개미들이 감지되면, 
감시제어장치를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교체하고 모집과정에 이용할 흰개미들을 수집한다.  이미 흰개미의 
활동이 알려진 상태인 경우는, 감시제어장치의 설치 없이 곧바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스테이션 하우징
에 배치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가 효과적으로 스테이션 하우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하부 토양에의 접근을 위해서 건물의 내측 또는 외측중 하나의 시멘트에 구멍을 천공할 수 
있다.  이어서 감시제어장치를 장치가 토양과 접할 수 있도록 천공된 구멍내에 배치한다.  그 다음에 상
기 장치를 감시제어하고 흰개미의 활동이 감지되면 독소-함유 매트릭스, 바람직하게 케이스내의 독소-함
유 매트릭스로 교체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시멘트에 천공된 구멍내로 스테이션 하우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스테이션 하우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멘트의 구멍이 스테이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고무마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장치가 정상부, 또는 커버/리드로 작용할 수 있다.

지상 감시제어장치 및 독소배송장치 구성은 또한 수목에 사용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채택된다.

[실시예 7]

실시자가 흰개미집단 및 감시제어 물품 또는 독소미끼상에서 섭식하는 흰개미들의 먹이탐색 영역을 확인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매트릭스에 염료를 부가 할 수 있다.  적합한 염료는 Nile Blue A 및 Suda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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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를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실험연구 결과 흰개미들은 0.01-0.05% Nile Blue A를 함유하
는 미끼 매트릭스를 받아들이고, 염료를 포함하는 재료를 섭취한 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염색됨이 
밝혀졌다.

[실시예 8 - 헥사플루뮤란 함유 매트릭스를 이용한 야외시험]

1. 절차.

대만산  지하  흰개미,  시.  포모사누스(C,  formosanus)  및  서양  지하  흰개미,   알,  플라비페스  (R. 
flavipes)의 야외집단을 시험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헥사플루뮤란 처리된 매트릭스를 도입하기 전 1-2 
년간 흰개미들의 활동을 측정하였다.  선-측량된 목재블록에 포함되고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의해 포위된 
감시제어장치를 토양 표면 하부에 매장하였다.  시험 대상 지하 흰개미 집단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블
록의 목재중량 감소를 월 또는 격월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험 집단의 먹이탐색 집단의 크기 및 먹이탐
색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표지-재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지-재회수 프로그램이란 기지의 
수의 흰개미들을 Nile Blue A와 같은 염료와 같은 표지물로 표지한 후 다시 집단으로 회귀하도록 방면한
다음, 1주일 경과 후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흰개미들을 회수하여 표지된 흰개미와 비표지된 흰개미의 비율
을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초기에 표지된 흰개미들이 집단 구성원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
하며, 초기에 표지된 흰개미들의 수와 표지 및 비표지된 흰개미들의 비율을 이용하여 총 구성원수를 산출
할  수  있다(Begon,M.   [1979]  Investigating  animal  abundance  :  capture-recapture  for  biologist, 
University Park Press, Baltimore, MD).  흰개미들의 활동은 독소배송 프로그램의 구석구석까지 철두철
미하게 감시제어 된다.  가능하다면, 집단의 후-독소 배송 구성원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표지-재회수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2. 독소-함유 매트릭스.

헥사플루뮤란의 아세톤 용액으로 소나무 또는 전나무 톱밥을 침투시켜 아세톤의 증발시 500-5,000 ppm(AI 
건조 중량/톱밥 건조중량)농도를 수득한다.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20% 처리된 톱밥 및 80% 아가 또는 

Methocel  용액(2%)으로  구성하였다.   약  80g의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충진된  플라스틱  튜브(내경 
2.9cm, 길이 16.5cm, 일말단 폐쇄, 타말단 개방)로 스테이션 하우징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튜브의 개방
된 말단에 약 5cm 높이의 개방공간을 남긴다.  9 개의 구멍 (0.238mm 직경)의 6층을 관류의 일면에 선-천
공 하였다.

3. 감시제어.

목재 단주(3.4 × 3.4 × 30 cm)를 지면내 20-25cm 깊이로 박는다.  일단 흰개미들이 침입하면, 상기 목
재 단주를 토양으로부터 서서히 꺼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 3.4 cm × 3.4 cm × 20 -25 cm 크기의 
구멍이 남는다.  이 구멍에 스테이션 하우징을 삽입한다.  침입된 단주로부터 흰개미들을 적출하여 독소
미끼 스테이션의 개방 단부상의 개방공간내(높이 5cm × 직경 2.9 cm)로 넣는다.  적출된 흰개미들은 독
소-함유 매트릭스를 뚫고 나아가 집단내로 회귀하여 스테이션 하우징으로 동거해충들을 모집하도록 강제
된다.  독소 섭취를 증진함에 있어서의 자가-모집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의 스테이션 하우징
에서는 자가-모집 절차를 생략하였다.  스테이션 하우징을 매월 점검하였다.  자가-모집 절차를 거친 스
테이션 하우징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션 하우징 사이의 매트릭스 소모의 현저한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완
전한 무작위화 설계(P    0.05)를  이용하여 각각의 스테이션으로부터 흰개미에 의해 소모된 매트릭스의 
양에 대해 편차 분석을 행하였다.

[결과]

[실시예 1]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 집단의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9월에는 476,0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집단에 의한 침입은 근처 건물의 문 또는 문틀에서 발견되었다.  하절기중의 3개의 감시제어장치로부터의 
목재 중량감소는 약 2g/스테이션/일(日)이었다.  이러한 흰개미들의 활동은 동절기에는 약 0.5g/스테이션
/일(日) 정도로 감소하였다.  2월에 3개의 미끼튜브를 도입하였다.  4월경, 어떠한 스테이션에서도 흰개
미의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총 26g의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이러한 흰개미들에 의해 소비되었다.  소
비된 활성성분(AI)의 양은 3.87g 이었다. 4월후 흰개미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400,000 이상의 전체 
흰개미 집단이 2개월내에 3.87g 의 헥사플루뮤란을 소비함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시예 2]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 집단의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9월에는 730,0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집단은 비-거주지역에 위치하였다.  흰개미의 침입은 수목 및 소나무 및 떡갈나무의 낙엽에서 
발견되었다.  9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6개월간의 감시제어 장치로부터의 목재 중량감소는 약 2g/스테이션
/일(日)이었다.  4월에 시작하여, 11개의 스테이션 하우징을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배송에 이용하였다.  
6월에, 흰개미들은 1.8g/스테이션/일(日)의 활동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월경 상기 활동은 0g/스
테이션/일(日)로 감소되었다.  3개월간(4월-6월)의 미끼로 유인하는 기간동안, 총 122g의 독소-함유 매트
릭스 및 20mg의 활성성분이 소비되었다.  7월 이후에는 이 위치에서 흰개미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730,000 흰개미들이 20mg의 헥사플루뮤란을 소비함으로써 제거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실시예 3]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 집단의 구조적 침입은 2층 건물(약 1,500㎡)에서 3년 이상 지속되었다.  거
주자들은 그 건물에 5년 연속하여 매년 봄마다 흰개미들이 들끓었다고 보고하였다.  토양 흰개미 처리는 
1986년 그 건물이 완공된 이래로 매년 해충방제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토양 흰개미처리에
도 불구하고,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의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5월에는 2,847,000으로 
평가되었다.  먹이탐색 영역은 약 1,782㎡이었다.  13개의 감시제어장치를 갖는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의 평균 중량 감소는 2-4 g/스테이션/일 범위내였다. 8월에 27개의 스테이션에 독소배송장치를 도입하고
나서, 9월에 흰개미들의 활동은 0.1g/스테이션/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흰개미들은 10월 및 11월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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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션 내에서 활동적으로 잔류하였다.  12월 경에는, 어떠한 스테이션으로 부터도 흰개미들의 활동이 감
지되지  않았다.   4개월간의  독소-배송기간(8월-12월)중에,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  집단은  총 
2,997g의 독소-함유 매트릭스 및 1,539 mg의 활성성분을 소비하였다.  빌딩의 거주자들은 흰개미들이 들
끓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지난 5년내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토양 흰개미살충제 처리는 행
하지 않았다.  이듬해 3월, 감시제어장치 중의 하나에 흰개미들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수집물로부터는 
죽은 흰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의 집단들이 미끼를 먹은 집단의 영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3월-4월에 수행된 표지-재회수 프로그램 결과 새로운 집단내에는 260,000 먹이탐색 흰개미
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을 최초 집단이 잔존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8월-12월에 수행된 
독소배송 프로그램은 2백5십만을 초과하는 흰개미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시예 4]

시. 포모사누스(C. formosanus) 집단의 먹이탐색 활동을 11-층 고층건물에서 감시제어하였다.  시. 포모
사누스(C. formosanus) 집단에 의한 건물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토양 흰개미살충제 처리를 실시하
였다.  9월에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1,047,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먹이탐색 영역은 1,614㎡까지 확
장되었다. 평균 목재 중량감소는 2-4g/스테이션/일 이었다.  먹이 탐색 활동은 전형적으로 동절기에는 감
소하였지만, 하절기 중에는 정점에 달했다(5-10g/스테이션/일).  4월에 5개의 독소-배송 장치를 도입하였
다.  먹이탐색 활동은 2g/스테이션/일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10월까지 동일한 저수준으로 유지되었다.  
11월경, 스테이션 내에서는 흰개미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월까지 소수의 스테이션에서 미미한 섭식 활동
이 관찰되었다. 독소-배송 프로그램 실시중(4월-2월) 시.포모사누스(C. formosanus)는 847 g의 독소-함유 
매트릭스와 233mg의 활성성분을 소비하였다.  10개월에 걸쳐서 233mg의 헥사플루뮤란을 소비한 후 1.0 백
만 흰개미들이 제거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시예 5]

반복적으로 토양 흰개미살충제처리 및 훈증소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에서 시. 포모사누스
(C. formosanus)집단에 의한 구조적 침입이 발견되었고, 흰개미들의 먹이탐색 활동도 여전히 왕성하였다
(평균 목재 중량 감소 : 6-10 g/스테이션/일).  이러한 흰개미집단의 활동은 동절기에 조차도 감소되지 
않았다.  3월에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2,341,000으로 평가되었다.  3월에 도입된 스테이션의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90%를 초과하는 양이 한 달 내에 소비되었다.  5월-7월에는 흰개미의 먹이탐색 활동이 약간 
감소하였다(5g/스테이션/일).  이어서, 7월-10월에는 평균 목재 중량감소가 거의 0 까지 더욱 
감소되었다.  11월 후, 어떠한 스테이션에서도 흰개미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6개월간의 독소-배송
기간(5월-11월)동안, 독소배송장치를 갖는 총 89개의 스테이션 하우징이 이용되었다.  742mg의 헥사플루
뮤란의 소비에 의해 2백 4십만의 흰개미들이 제거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시예 6]

시. 포모사누스(C. formosanus)에 의한 침입이 고층 건물의 다용도실에서 발견되었다.  흰개미들의 먹이
탐색 활동이 이 건물의 앞뜰을 따라서 발견되었다.  먹이탐색 영역은 일말단에서부터 타말단까지 185m 까
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시. 포모사누스(C. formosanus) 집단은 10개의 스테이션으로부터 약 5-10g/스테
이션/일의 속도로 목재를 소비하였다.  4월에 먹이탐색 구성원의 수는 1,225,000으로 평가되었다.  7월에 
독소-배송장치를 도입한 후, 10월에 먹이탐색 활동은 거의 0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10월 이후, 하나의 
스테이션에 미미한 흰개미의 활동이 잔존하였다 (1g/스테이션/일).  이러한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집된 흰
개미들을  이용하여,  3월에  표지-재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잔존하는  집단내의  흰개미의  수는 
104,000 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5개월간의 독소-배송 기간(7월-12월)중에 총 42 스테이션을 이용하였고, 
그로부터 1,182 g의 독소-함유 매트릭스 및 259g의 활성성분이 소비되었다.  259 mg의 헥사플루뮤란이 개
체군의 크기를 4월중 1백만 2십에서 3월중 104,000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시예 9 - 독소 미끼 소비에 대한 자가-모집과정의 영향]

감시제어장치로부터 수집된 흰개미들을 받아들인 스테이션 하우징(자가-모집 미끼 스테이션으로 칭함)은 
그로부터 흰개미에 의해 침입된 장치가 꺼내어지는 구멍내에 단순히 배치된 스테이션(자가-모집 미끼 스
테이션이 아님)보다 현저하게 많은(0.05)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소비하였다.  하나의 실험에서, 자가-모
집 스테이션으로 부터 시. 포모사누스(C. formosanus)에 의해 소비된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평균 중량은 
35.8g/스테이션인  반면에,  비자가-모집  스테이션의  그것은  6.5g/스테이션이었다.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의 경우에, 소비된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평균 중량은 자가-모집 스테이션 및 비자가-모집 스테
이션에 대해 각각 39.2 및 17.2g/스테이션이 었다.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1% 이상의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소비된 경우, 상기 스테이션은 흰개미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83%의 자가-모집 스테이션이 시. 포모사누
스(C.  formosanus)에  의하여  공격을  받은  반면에,  단지  59.3%의  비자가-모집  스테이션만이  공격을 
받았다.  알. 플라비페스(R. flavipes)의 경우에는, 자가-모집 스테이션에 대한 공격률은 94.7% 인 반면
에, 비자가-모집 스테이션의 공격률은 75% 이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 및 실시태양들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고,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또는 개조
가 당업자들에게 자명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변형 및 개조들은 본 출원의 정신 및 영역 및 첨부된 특
허청구범위의 범주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내구성 스테이션 하우징을 구비하는 셀룰로오스-포함 감시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이소프테란류 활동 장
소를 감시제어하는(monitoring) 단계; 및 (b) 내구성 스테이션 하우징과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상기 이소프테란류 집단을 감소 또는 살충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상기 내구성 스테이션 하우징이 상기 이
소프테란류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고 감시제어장치 및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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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소프테란류 곤충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셀룰로오스 및 독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소프
테란류 곤충 집단의 감소 및 살충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소프테
란류 곤충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캡슐화된 독소, 서-작용성 화학약품 독소 및 생물학적 억제
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독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소프테란류 곤충집단의 감
소 또는 살충 방법.

청구항 5 

(a) 흰개미를 감지하는 셀룰로오스-포함 감시제어장치 및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을 위한 독소-함
유 매트릭스와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구성 스테이션 하우징을 이용하는 단계; (b) 흰개미 활동의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되는,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의 내의 상기 셀룰로오스-포함 감시제어장치를 
이용하는 단계; (c) 흰개미 활동의 확증을 포착한 다음,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을 위해서 상기 스
테이션 하우징내의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해충방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써 흰개미에 의한 상해로부터 건물 또는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이 플라스틱, 강철 및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충방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흰개미에 의한 상해로부터 건물 
또는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법.

청구항 7 

(a) 이소프테란류를 생존 상태로 포획하는 단계; (b) 상기 포획된 이소프테란류를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이동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상기 이소프테란류를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노출시키고, 상기 이
소프테란류의 다른 이소프테란류 동족에 대한 상기 독소 위치의 전달을 촉진하도록 상기 이소프테란류가 
죽기전에 그들의 서식처 또는 집단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여, 포획된 이소프테란류를 자가-모집 방법에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식처 또는 집단내에 서식하는 이소프테란류 곤충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소프테란류의 곤충의 포획에 셀룰로오스 감시제어장치를 이용하고, 여기서 상기 
독소를 셀룰로오스 재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내에 함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식
처 또는 집단내에 서식하는 이소프테란류 곤충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 방법.

청구항 9 

(a) 곤충을 생존한 상태로 포획하는 단계; (b) 상기 포획된 곤충을 자신의 서식처로 회귀하기 전에 독소-
함유 매트릭스를 경유하여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기 흰개미를 독소-함유 매트릭스에 노출시켜, 
곤충 집단 자체의 독특한 화학적 인식 시스템으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각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독소-
함유 매트릭스의 곤충에 대한 유인성 증진방법.

청구항 10 

두개 이상의 분리가능한, 상접하는 재료편을 포함하고; 여기서 이러한 재료편들은 상기 장치가 감시제어 
단계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접촉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상기 이소프테란류를 상해 없이 적출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는 제1항의 방법의 실시에 이용되는 이소프테란류 감시제어장치.

청구항 11 

집단으로 서식하는 이소프테란류 곤충의 박멸을 위한 조성물로서, 여기서 상기 조성물은 독소와 함께 셀
룰로오스 재료로 필수적으로 구성되고, 상기 집단으로부터의 생존 상태의 이소프테란류 곤충이 상기 집단
으로 회귀하기 위해 나가기 전에 상기 조성물을 통과하여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소프테란류 곤충에 
대해서 보다 유인적인 먹이공급원이 되도록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 서식하는 곤충의 박멸을 
위한 조성물.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로오스 재료가 경재 수목으로부터의 톱밥, 목재분말, 또는 목재입자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 서식하는 곤충의 박멸을 위한 조성물.

청구항 13 

이소프테란류 해충을 위한 출입지점을 갖거나 이소프테란류가 그 내부로 개구부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고, 제1항의 스테이션 하우징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소-함유 매트
릭스를 수납하기 위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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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는 일단부에 흰개미들이 뚫을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되는 모집자실을 형성하
고, 여기서 상기 모집자실은 생존 흰개미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폐가능한 개구말단을 갖고, 상
기 모집자실은 상기 생존한 흰개미들이 상기 모집자실을 나가기 위해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뚫고 나아가
게 유도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납하기 위한 케이스.

청구항 15 

이소프테란류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고, 이소프테란류의 활동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셀룰로오스-포함 장치
와 독소를 이소프테란류에 배송하기 위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개조된 스테
이션 하우징으로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은 내구성, 필수적으로 비-생물분해성 재료로 형성되며, 상기 
이소프테란류를 위한 입구지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션 하우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이 상기 하우징의 변부를 넘어서 확장된 커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션 하우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가 상기 감시제어장치 및 상기 독소-함유-매트릭스의 배치와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폐가능한 리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션 하우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는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리드를 열려면 상기 리드의 개
방을 위해 특수하게 개조된 도구를 필요로 하는 보안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션 하우
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이 상기 하우징의 내외로의 상기 감시제어장치 및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의 배치와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션 하우징.

청구항 20 

(a) 이소프테란류의 활동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셀룰로오스-포함 장치; 및 (b)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구성
되는 그룹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5항의 스테이션 하우징을 포
함하는 키트.

청구항 21 

제15항의 스테이션 하우징을 수목 또는 건물의 내부에 또는 그 상부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목 또는 건물내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함유 매트릭스가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목 또는 건물내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 하우징이 포장도로에, 건물의 바닥에 또는 수목에 형성된 구멍내에 배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목 또는 건물내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청구항 24 

자가-모집에 의해 흰개미들에 대한 유인성이 강화된 독소-함유 매트릭스를 수목 또는 건물의 내부에 또는 
그 상부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목 또는 건물내 흰개미 집단의 감소 또는 살
충방법.

청구항 25 

흰개미 활동의 감시를 위한 셀룰로오스 장치로서, 여기서 상기 장치는 상기 셀룰로오스 장치상에서 섭식
하는 흰개미들의 움직임을 포확하는데 유용한 염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활동의 
감시를 위한 제 15항의 스테이션 하우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셀룰로오스 장치.

청구항 26 

(a) 이소프테란류가 접근할만한 위치에 설치된 내구성 스테이션 하우징내에 포함되어 있는 감시제어장치
를 이용하여 이소프테란류의 활동장소를 감시제어하는 단계; 및 (b) 이소프테란류 활동의 확증을 관찰한 
경우, 상기 감시제어장치를 이소프테란류의 활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독소-함유 매트릭스로 교체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소프테란 곤충집단의 감소 또는 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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