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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저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중심축의 매립된 개구부를 갖는 상단부의 환형면에 이르는 연속적인 외부 측벽

을 갖고, 이 개구부는 장치 내부에 포함된 미끼까지 통하고, 장치의 내부는 역원추형의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미

끼가 중심축의 매립된 개구부의 바닥에 있는 개구부와 근접한 원추 또는 오목한 부분의 최저 중심부로 넘치거나 집중

되고, 곤충이 외부 측벽으로 올라가서 장치로 들어가 미끼를 회수한 뒤 장치를 나와 곤충의 서식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유출 방지 곤충 유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곤충 유인 장치의 투시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곤충 유인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3도는 제1도의 라인 3-3에 따른 단면의 측면도이다.

제4도는 미끼가 있는 유인 장치내로 전형적인 포복 곤충(예: 개미)이 들어오는 제3도의 유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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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의 제2 양태의 투시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 양태의 측면도이다.

제7도는 제5도의 라인 7-7에 따른 단면의 측면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의 제3 양태의 투시도이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 양태의 측면도이다.

제10도는 제8도의 라인 10-10에 따른 단면의 측면도이다.

제11도는 바닥에 오목한 보울 미끼 용기와 점착성 판을 갖는 유인 장치의 단면도이다.

제12도는 개구부에 위치한 중심축을 덮고 있는 덮개를 가지는 본 발명의 유인 장치의 투시도이다.

제13도는 개구부에 위치한 중심축을 덮고 있는 덮개를 가지는 제3도의 유인 장치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곤충 박멸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독성분을 곤충에게 투여할 수 있는, 그리고, 독성분을 함

유한 물질을 곤충의 서식지로 운반케 하여 다른 곤충들까지 박멸시킬 수 있는, 곤충 유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는 어

린이나 가축에 대한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유출 방지 장치의 형태를 취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상기의 곤충을 독성분이

포함된 독성분으로 유인하는 수단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치가 곤충 박멸에 관한 선행 기술분야에 공지되어져 있다. 일부 장치에서는 곤충이 들어온 후, 기계

적 구조를 이용하거나 고무상 물질에 부착시켜서 잡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선행 기술의 장치는 곤충들이 곧 

가득 차게되어 무용해진다. 독성분을 포함한 장치에 있어서, 흔들림에 의해 독이 쉽게 유출되거나 개구부를 통해 독

성분에 쉽게 도달될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작은 가축들이 위험하게 된다. 또한, 선행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장치 내

부를 보기가 힘들어서 곤충이 장치를 사용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독성분이 사용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

다.

미합중국 특허 제4,173,093호는 바퀴벌레를 잡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당해 장치는 본 발명의 유인 장치와 반대로 작

동한다. 곤충은 장치 아래의 지지 표면 및 장치의 바닥 부분의 하부의 표면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는 바퀴벌레가 중심

축의 개 구부를 통과해 장치 하우징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바퀴벌레는 통로를 통해 곤충을 잡는 장치의 중앙 부분으로

유인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4,263,740호는 환형 테두리의 중앙 개구부를 통해 출입할 경우 미끼를 감지하여 곤충이 

덫에 걸려들도록 고안된 포복 곤충 덫에 관한 것이다.

선행 기술분야에 제시된 기타 유인 장치로는, 일련의 유도 및 방해가 포복 곤충을 장치의 주변 개구부를 통해 중앙으

로 유도하는 유형이다(참조: 미합중국 특허 제4,563,836호). 이러한 장치는 입상화되지 않은 미끼를 포함해야 한다. 

미끼는 페이스트와 같은 고형 '쿠키' 정도의 농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유도하는 곤충 유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유출이 방지되고 곤충에게 먹이를 공급하기에 매혹적인 곤충 유인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추가의 목적은 아이들이나 가축에게 무해한 곤충 먹이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의 목적은 독성분 미끼의 사용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곤충 먹이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곤충을 독성분 함유 미끼로 유인하고 이러한 미끼를 장치로부터 곤충의 서식지로 운반해가도록 하는 

곤충 유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기타 목적은 앞으로 본원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되고, 선행 기술의 장치의 단점이 극복될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독이 든 미끼를 운반하기 위한 바닥 부분 및 

덮개를 포함한다. 유인 장치는 덮개, 연속적인 외부 측벽, 바닥 또는 바닥면을 포함하고, 곤충이 바닥에 있는 미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덮개에 개구부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덮개는 환형이고, 연속적인 외부 측벽

과 곤충이 미끼에 도달되게 하기 위한 중심축의 개구부를 갖는다. 또 다른 양태에 있어서, 덮개의 개구부는 중앙에서 

분리될 수 있다. 외부의 케이스는 어떠한 모양(예: 환형, 타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 등)도 가능하다.

독성분은 바람직하게는 미끼로 알려진 유형의 조성물로 제형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밀가루, 당밀, 땅콩 버터, 감

귤류의 펄프, 동물성 지방(예: 라드 및 우지) 과 같이 목적하는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식품 물질과 유기 충전제(예: 겨

, 분쇄하여 튀긴 곡물, 전호화 탈지 옥수수 속대 그릿 또는 전분 매트릭스)와의 혼합물에 독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이

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끼는 입상 또는 페이스트와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첨가제는 미끼의 제형물에 부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건조 누에고치 및 동결 건조된 가금류의 간 등과 같은 다양한 동물의 소화기 부분이다.

개미 미끼를 매트릭스 물질을 사용하여 제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인 장치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미끼용 매트

릭스 물질은 먹이 수집 곤충에 의해 채취되어 서식지로 운반된 후 기타 곤충에게도 분배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미끼 물질이 먹이 수집 곤충(forager)을 박멸시키는데 가장 유용하므로, 느린 작용의 접촉 독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촉 살충제는 일반적으로 적 합하지 않다. 설프이미드, 하이드라메틸논 및 아버맥틴은 적절한 

살충제의 예이다. 바람직하게는, 살충제는 미끼의 0.2 내지 10중량%로 구성된다.



등록특허  10-0442894

- 3 -

본 발명의 유인 장치는 특히 미끼를 곤충에게 공급하는 데 유용하다. 본 발명의 곤충 미끼는, 예를 들면, 남부 불개미[

솔노프시스 크실로니(Solenopsis xyloni)], 잎절단 개미[leaf cutting ant, 아크로미르멕스 버르시칼러(Acromyrmex

versicolor)], 아르헨티나산 개미[아리도미멕스 휴밀리스(Iridomyrmex humilis)], 옥수수밭 개미[라시우스 알리에

누스(Lasius alienus)], 포장로 개미[pavement ants, 테트라모리움 카에스피튬(Tetramorium caespitum)], 황색 큰

개미 [아카노토미오프스 인터젝튜스(Acanothomyops interjectus)], 티프 개미[thief ants, 솔레노프시스 몰레스타(

Solenopsis molesta)] 및 적색 및 흑색 수입산 불개미[솔레노프시스 인틱파 및 솔레노프시스 사에비스마 리치테리(S

olenopsis invicta amp; Solenopsis saevissma richteri)]와 같은 개미를 박멸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지만, 이로써 제

한되지 않는다. 이들 개미는 사람, 가축 및 농작물에 유해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는 중요한 실질적인 해충이다. 따라서,

이들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억제시킬 수 있는 다른 개미들로는 파라오 개미[모노모륨 파라오니스(Mono

morium pharaohnis)], 방향 집개미[odorous house ants, 타피노마 세씰(Tapinoma sessile)] 및 곡예 개미[acroba

t ants, 크레마토가스터 세라시(Crematogaster cerasi)]와 같은 성가신 개미들이다.

바닥은 플라스틱과 같은 변형성 물질로부터 공지된 방법에 의해 단위체로서 형성될 수 있다. 바닥을 형성하는 한가지

방법은, 평평한 플라스틱 시트를 적절히 고안된 주형상에서 열형성하거나 진공 형성하여, 미끼의 수용 영역으로 작용

하는 역 원추형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용융된 플라스틱을 적합하게 고안된 금형으로 사출성형시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장치의 덮개는 또한 장치의 상부에 부착된 단위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덮개는 장치의 상부

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덮개는 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임의로 독성분을 덮개를 통해 관찰할 수 있

는 투명한 부분을 하나 이상 포함한다.

본 발명의 곤충 유인 장치는 종이, 왁스,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제조할 수 있고, 곤충, 특히 개미가 손쉽게 장치 내부

에 독이 함유된 미끼로 접근하고 장치에 머물렀다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한 재료로 경사지게 제작할 수 있

다. 상기한 모든 재료가 만족스럽지만, 성형성 플라스틱(예: 폴리스티렌)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있어서, 바닥에 부착된 덮개는 한 부분 이상이 투명하여, 이를 통해 독성분을 관찰할 수 있

다. 또는, 전체 덮개는 투명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양태에 있어서, 미끼를 장치에 넣기 전에 대조적인 색상으로 미

끼가 놓일 구획의 바닥을 채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 쉽게 관찰되도록 대조색에 광택을 넣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미끼가 곤충에 의해 제거되면, 미끼 아래의 대조 색이 관찰되어, 곤충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얼마나 많은 미끼가 사용되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곤충 유인 장치는, 바닥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오목한 개구부를 갖는 상단부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외부 벽을 가지고 있어 장치내부에 포함된 미끼까지 곤충이 도달할 수 있는 유인 장치를 제공하여 개미 및 다른 포복 

곤충 을 잡는 선행 기술의 장치의 결함을 해결한다. 원추 또는 보울의 중심부로 미끼를 넘치게 하고 집중시키기 위해 

장치 내부에는 역원추형 또는 보울과 같은 오목 용기가 있고, 이는 중심축 개구부의 바닥에 있는 개구부 또는 오리피

스와 매우 가깝다. 추가로, 곤충은 외부 벽을 올라가서 장치로 들어가 미끼를 수획한 다음, 출구로 돌아나와 미끼를 가

지고 곤충의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유인 장치는 장치 내부에서 미끼를 덮을 수 있도록, 중심축이 매

립된 개구부를 갖는 환형 상단부 표면을 갖는 원추형 유인 장치이다.

본 발명은 추가로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되는데, 다양한 도면에서 동일한 번호는 의미가 동일하다. 제1도 내지 제4도

는 원추대나 단절각뿔의 일반적인 모양으로, 상단부 환형면(11), 바닥면(12) 및 연속적인 측벽(13)으로 구성된 포복 

곤충 유인 장치를 나타낸다. 비록 측벽(13)이 약 45° 각도에서 상부로 경사져있으나, 이 각도는 임의적이다. 일반적

인 전체 배열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단절각뿔형 대신 원뿔형이나 타원형 또는 기타 목적하는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

다. 중심축의 개구부(20)를 통해 하부로 내부경사벽(21)이 이어지고, 이는 역원추형과 같이 역전축이 매립된 개구부

의 바닥에서보다 작은 개구부 또는 오리피스(22)에 도달되도록 안쪽 아래로 경사져 있다. 개구부(22)는 유인 장소(30

)의 내부로 통하게 된다.

중심축이 매립된 개구부(20)의 바닥에는 유인 장소 (30)의 내부에 있는 미끼로 인도하는 개구부나 오리피스(22)가 있

다. 개구부(22)는 충분히 커서 곤충이 유인 장소(30) 내부로 들어올 수 있고, 포복 곤충이 미끼(입상 미끼)를 수획하여

개구부(22)로부터 나와 경사면(21)으로 올라가서 개구부(20)을 통과해 유인 장치를 떠나게 된다. 따라서, 개구부(22)

는 목적하는 곤충이 개구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구부(22)

의 크기를 제한하면 장치는 실질적으로 유출을 방해한다.

유인 장소(30)의 내부는 내부 범람각(flooding angle) β 가 약 50° 내지 약 145° , 바람직하게는 약 65° 내지 약 

145° ,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65° 내지 약 90° 인 오목 용기(33)의 역원추형 부분을 포함한다. 역원뿔형(33) 각은

미끼가 자체적으로 넘칠수 있거나 원뿔 또는 보울(34)의 낮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경사벽(21)의 바닥에서 

개구부(22)와 근접되도록 한다. 제11도에서, 유인 장치 내부의 역원뿔(33) 또는 오목한 보울 부분(37)은 미끼의 저장

소이다. 개구부(22)에서 들어오는 곤충이 미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끼를 개구부(22)에 인접한 역원뿔

의 위치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역원뿔의 측면을 따라 형성된 필수적인 내부각 β 는 미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미끼가 유동성이 큰 입자일 경우, 내부각 β 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끼가 점성의 페이스트나 겔인 경우, 

각은 실질적으로 급경사일 수 있으므로, 즉, 역원뿔(33)이나 그릇(37)의 중심부(34)에 미끼의 유동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내부각 β 는 보다 작아질 수 있다.

제1도 내지 제10도의 양태는 살충제를 함유한 먹이 또는 기타 적합한 미끼를 중심축의 개구부(20) 아래에 놓고, 곤충

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이 장치를 위치시킴으로써 사용된다. 장치의 적하 또는 운반시, 중심축의 개구부(20)은 적합한

밀폐 수단에 의해 밀폐되거나 덮인다. 예를 들면, 제거 가능한 점착성 덮개나 중심축의 개구부(20)내로 연장된 플러그

를 갖는 점착성 덮개는 중심축의 개구부(20)와 함께 작용할 수 있고, 이로서 개구부를 밀폐한다. 곤충, 특히 개미 본래

의 경향으로 인해 측벽(13)을 통해 상부로 올라가 환형면(11)에 이른 다음, 중앙 측면의 개구부(20)에서 경사면(21)

을 따라 하부로 내려와 개구부(22)를 통해 유인 장소(30)의 내부로 들어온다. 곤충이 먹이를 발견하여 서식지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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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미끼의 일부를 택한 후, 곤충은 개구부(22)를 통해 출발하고 경사벽(21)에 따라 올라와서 환형면(11)을 가로질러 

측벽(13)을 타고 내려간다. 상단부의 환형면(11)은 제1도 내지 제4도에 평면으로 나타나 있으나, 토로이드형(toroida

l) 표면과 같은, 굴곡이 있거나(curved) 상승된(raised) 환형면도 적합하다. 제4도에는 바닥면(12)에 고정된 점착성판

(51)이 도시화되어 있다. 이러한 판(51)은 임시 영역에 유인 장치를 제거가능하게 위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5도 내지 제7도 및 제8도 내지 제10도는 각각 본 발명의 제2, 제3의 양태를 예시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제1도

에 의해 제시된 양태의 평면 환형 구조에 반대되는 장방형 또는 토로이드형 구조이다. 이러한 양태는 제1도 내지 제4

도의 상응되는 요인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1' 및 '2'를 참조번호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130', '131', '230','23

1' 등으로 식별한다. 어느 양태에서든지, 유인 장치의 내부는 역원추형 부분(33) 또는 보울 모양이고, 원추형 부분의 

중심부(34)는 유인 장치의 바깥으로부터 인도되는 중심축의 개구부(21)를 통한 개구부(22)의 가까운 곳에 위치된다. 

유인 장치 내부의 역원추형 부분(33)은 벽 부분(35)으로 분기되고, 환형 덮개의 연속적인 외부 측벽 가까이 위쪽으로 

경사져 있다. 바닥면은 바람 직하게는 역원추형 부분(33) 및 환형 덮개의 외부 측벽 테두리와 함께, 점착제, 음파 용접

또는 다른 적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이 영구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형성하는 기저 주변 테두

리(36)을 포함하도록, 일체식으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각각의 양태들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결과, 각각은 곤충, 특히 개미에 대한 기존의 미끼에 대

해, 겔 또는 페이스트 뿐만아니라 입상화 미끼가 사용될 수 있는 비-유출성 용기로부터 독특한 효과적인 장치를 제공

한다. 본원에 기재된 바람직한 양태 및 형상의 다수의 개질은 당연히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생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는 단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단부의 환형면,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벽을 갖는 중심 개구부, 상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 외부 측벽, 외부 측벽 주

변부에 고정된 바닥면 및 내부를 포함하고, 여기서,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벽이 상단부의 환형면으로부터 장치의 내부로 이어져 있고,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 및 외부 측벽이 상단부의 환형면과 공통 경계를 갖고,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이 유인 장치의 내부와 통하는 바닥의 개구부로 이어져 있고,

바닥면이 미끼를 보유하기 위해 개질된 오목 용기를 갖는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미끼가 입상 미끼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미끼가 페이스트형 미끼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오목 용기가 역원추형 오목 용기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오목 용기가, 내부 범람각이 50°내지 145°인 역원추형 오 목 용기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오목 용기가, 내부 범람각이 65°내지 125°인 역원추형 오목 용기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오목 용기가, 내부 범람각이 65°내지 90°인 역원추형 오목 용기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오목 용기가 보울형 오목 용기인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이, 바닥 오리피스를 통해 내부로 이어져 있고 바닥면의 미끼와 긴밀하게 통하

게 되어 있는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10.
편평한 상단부의 환형면,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 벽을 갖는 중심축 개구부, 상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 외부 측벽, 외

부 측벽의 주변부에 고정된 상응하는 바닥면 및 내부를 포함하고, 여기서,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벽이 상단부의 환형면으로부터 장치의 내부로 이어져 있고,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 및 외부 측벽이 상단부의 환형면과 공통 경계를 갖고,

바닥면이 미끼를 보유하기 위해 유인 장치 내부에 개질된 오목 용기를 갖고,

중심축 개구부의 바닥에 있는 개구부가 유인 장치 내부의 용기에 있는 미끼와 긴밀하게 통하게 되어 있는 곤충 유인 

장치.

청구항 11.
다각형의 경계면을 갖는 상단부 표면,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벽을 갖는 개구부, 상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 외부 측벽,

외부 측벽의 주변부에 고정된 바닥면 및 내부를 포함하고, 여기서,

하부 방향에 위치한 연속벽이 상단부 표면으로부터 장치의 내부로 이어져 있고,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 및 외부 측벽이 상단부 표면과 공통 경계를 갖고,

하부 방향에 위치한 벽이 유인 장치의 내부와 통하게 되어 있는 바닥 개구부로 이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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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이 미끼를 보유하기 위해 개질된 오목 용기를 갖는 곤충 유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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