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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곤충 미끼집 및 이를 이용한 기어다니는 곤충의 억제방법

요약

곤충 미끼집(10)이 개시된다. 곤충 미끼집(10)은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고, 입구 및 액체 미끼를 저장고에 수용하기 

위해 입구를 밀봉하기 위한 폐쇄부를 갖는 저장고; 저장고의 입구에 놓여진 액체 이송 장치가 액체 미끼(42)를 저장

고(40)에서 및 저장고의 입구를 통해서 이송하도록 저장고(40)의 폐쇄부를 개방하기 위한 천공부(160); 및 폐쇄부를 

열기 위해서 천공부(160)를 저장고의 폐쇄부와 접촉해서 이동시키기 위한 활성화 부재(80)를 포함하고, 살충제도 포

함한다.

대표도

도 3a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미국 가특허출원 제60/142,184호(1999. 7. 1. 출원)의 우선권주장 출원이다.

본 발명은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을 제어하기 위한 살충용 미끼집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안쪽에 미끼가 붙어있고 양쪽 말단이 열려있는 단순한 판지 튜브에서, 주변의 개구부에 의해서 접근가능한 중앙에 밀

폐된 미끼를 갖는 보다 정교한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기어다니는 곤충을 제어하기 위해서 독성 미끼를 보유한 많은 

장치들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곤충 제어장치들 중 일부는 고체 미끼/독성 제제를 보유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고체'

란 쏟아질 수 없다는 의미이며 페이스트, 겔, 단단한 고체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837,969호는 고체

미끼를 보유하기에 적합한 곤충 미끼집을 개시한다.

다른 곤충 제어 장치들은 액체 미끼/독성 제제를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033,229호는 

곤충, 특히, 바퀴벌레를 수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미끼집을 개시하는데, 이 미끼집은 바퀴벌레가 찾는 액체 미끼-독

성 용액의 소스를 제공하며, 미국 특허 제5,501,033호는 수직축에 따른 액체 살충 미끼의 제어된 방출에 대한 기술을

개시한다.

액체 및 고체 미끼 및/또는 독성 제제를 모두 보유하도록 구성된 곤충 제어 장치도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

허 제2,167,978호는 곤충을 마비시키는 분말 뿐만 아니라, 저장고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위쪽으로 심지로 전달되는 

액체 유인물(물)을 갖는 곤충 제어 장치를 개시한다. 미국 특허 제5,339,563호는 살충용 물질에 인접해 놓인 액체의 

이용을 개시하고, 미국 특허 제5,749,168호는 액체 및 고체 미끼를 갖는 곤충 제어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한 US-A-

5,749,168 및 청구항 1의 앞부분 특징부에 기초할 때, 액체는 바람직하게 물 및 가정용 접착제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덫(trapping) 용액이다. 고체 독성 식사 및 독성 음료를 제공하는 곤충 미끼집은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물 또는 유사한

액체를 찾을 때 고체 및 액체 독성 물질을 모두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고체 및 액체 미끼를

포함하는 현재의 유용한 곤충 제어 장치는 이동 및 저장 중에 액체 미끼를 밀봉하고, 곤충 미끼집이 작용하도록 놓여

질 때 액체 미끼를 방출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US-A-4,247,042, US-A-4,526,320, US-3,727,

840 및 US-5,875,968은 예를 들어, 살충제 용액 또는 탈취액과 같은 액체가, 깨지기 쉬운 폐쇄부를 갖는 저장고에 

수용되어 있는 증발기를 개시한다. 폐쇄부는 장치가 먼저 활성화될 때 휘발성 액체가 빠져나가도록 구멍이 뚫린다. 

이러한 선행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동 및 저장 중에 액체 미끼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곤충 미끼집이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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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액체 미끼 성분을 활성화시키고, 고체 미끼도 선택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미끼집이 필요하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요구들은 첨부된 청구항에 정의된 곤충 미끼집에 의해서 충족된다. 그러한 미끼집은 액체 미끼를 보유하고, 입구

및 액체 미끼가 저장고에 수용되도록 입구를 밀봉시키는 폐쇄부를 갖는 저장고; 상기 저장고의 입구 안에 놓인 액체 

이송 장치가 액체 미끼를 저장고로부터 저장고의 입구를 통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저장고의 폐쇄부를 개방하는 천공

부(穿孔部); 및 상기 폐쇄부를 개방하기 위해서 천공부를 저장고의 폐쇄부와 접촉하도록 이동시키기 위한 활성화 부

재를 갖고, 미끼집은 또한 살충제 및 고체 미끼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특징, 양상, 및 잇점은 하기 상세한 설명, 첨부된 청구항 및 첨부된 도면을 숙지하여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곤충 미끼집의 측면도이고;

도 3A는 도 2의 선 3-3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단면도로, 액체 미끼가 활성화되기 전의 곤충 미끼집을 나타내고;

도 3B는 도 2의 선 3-3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단면도로, 액체 미끼가 활성화된 직후의 곤충 미끼집을 나타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또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또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7A는 도 7의 곤충 미끼집의 평면도이고;

도 7B는 도 7의 곤충 미끼집의 저장고 덮개 및 수반하는 모세관 공급관의 사시도이고;

도 8A는 액체 미끼 활성 전의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다른 실시예의 도 3A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8B는 액체 미끼 활성 후의 곤충 미끼집을 나타내는 도 8A의 곤충 미끼집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또 다른 실시예의 도 3B와 유사한 단면도이고;

도 11A는 도 9의 곤충 미끼집의 평면도이고; 및

도 11B는 도 10의 곤충 미끼집의 평면도이다.

도면은 반드시 축척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실시예는 때때로 도면부호, 가상선, 도식 표시 및 단편적인 도면에 의해

서 설명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정 예에서,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세부사항을 인

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항은 생략되었다. 물론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된 특정한 실시예에 반드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기 도면에 대한 설명에서 도면간에 같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참조번호가 사용될 것이다.

실시예

도 1 및 2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의 일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곤충 미끼집(10)은 외벽(22)을 갖

는 기부(20), 외벽(22)에서 안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약간 경사진 부분(21), 및 상기 경사진 부분(21)에서 위쪽으로 연

장되어 있는 원통형 벽(36)을 포함한다. 기부(20)의 외벽(22)은 곤충 미끼집(10)내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개구부(28)

를 갖는다. 곤충 미끼집(10)은 또한 기부(20)의 원통형 벽(36)의 상부에 부착된 원통형 벽부분(35)을 포함한다. 원통

형 벽부분(35)은 사용자가 곤충 미끼집(10)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하는 투명창(37)을 포함할 수 있다. 곤충 미끼집(10)

은 또한 원통형 벽부분(35)의 상부 부분에 압입(press fit)될 수 있는 활성화 부재(80)를 포함할 수 있다. 활성화 부재

(80) 및 원통형 벽부분(35)은 활성화 부재의 상부 표면에 압력을 주어서 활성화 부재가 원통형 벽부분(35)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치수화된다. 바람직하게, 곤충 미끼집의 구성요소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중합체 물질로부터 제조된다.

도 3A 및 3B를 참고하면, 도 1 및 2의 곤충 미끼집의 내부가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기부(20)는 외벽(22)에서 안쪽

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고체 미끼(34)는 다수의 고체 미끼-독성 제형(formulation) 중 어느

하나, 바람직하게는 지연된 살충 작용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적합한 고체 미끼-독약의 일 예는 붕산(2중량%), 설탕/옥

수수 감미제(15중량%), 보통 상표 '레전드 MK'로 판매되고 있는 방부제(0.2중량%), 카라게난(carageenan)(1.2중량

%) 및 물(81.6중량%)을 포함한다. 기부(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20)의 내부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는 바닥(131) 및 바닥에서 위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천공부(160)를 갖는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40)를 포함한다. 액체 미끼(4

2)는 수용성 미끼-독성 제형, 바람직하게 지연된 살충 작용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적합한 미끼-독성 제형의 일 예는 9

.5%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살충제, 5.0% 이소파라핀족 탄화수소(BP 208-289℃), 1.0% HLB-12 유화제, 1

0.0% 수크로스, 및 83.5% 물을 포함한다. 다른 제형 예는 붕산(2중량%), 설탕/옥수수 감미제(15중량%), 통상 롬 앤 

하스에 의해서 상표 '레전드 MK'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부제(0.2중량%) 및 물(82.8중량%)이다. 살충제 및 미



등록특허  10-0443187

- 4 -

끼성분들을 포함하는 다른 수용성 제형도 이용될 수 있다.

저장고(40)는 플라스틱 물질로 제조될 수 있고, 입구(44)에서 끝나는 몸체(43)를 갖는다. 입구(44)는 폐쇄부(46)에 

의해서 저장고(40)내에 액체 미끼(42)를 수용하도록 밀봉되어 있다. 폐쇄부(46)는 저장고(40)의 입구(44)를 밀봉시

키기에 적합한 모든 물질일 수 있다. 그러나, 폐쇄부 물질은 하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천공부(160)에 의해서 구멍이 

뚫려질 수 있어야 한다. 폐쇄부(46)로 적합한 하나의 물질은 통상 약학적 용기 위에 안전 밀봉재로 사용되는 박(foil) 

물질이다. 저장고(40)는 도 3A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뒤집힌 위치로 곤충 미끼집(10)내에 배열되어 있다. 저장고

(40)의 일 단부는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설치 탭(tabs)(81) 사이에 활성화 부재(80)의 밑면(84)과 인접하는 관계로

배열되어 있다. 저장고(40)의 입구(44)는 원통형 내벽(24)의 내부표면에 대해서 알맞게 맞는다. 저장고(40)의 입구(4

4)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밀봉된 저장고(40)를 저장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서 내벽(24)의 내부 표면에 있는 안

쪽으로 향하는 돌출부(38a 및 38b) 사이에 놓여져 있다.

저장고(40)는 또한 저장고(40)의 입구(44)내에 놓여진 액체이송장치(148)를 포함한다. 액체이송장치(148)는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액체를 이송하기 위한 모세관 채널을 갖는 부재이거나, 섬유 심지와 같은 다공성 심지 물질로 형성된 

몸체일 수 있다. 많은 물질이 물질의 몸체를 통해서 액체를 전달하는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섬유상 또는 다공성 중합

체 물질이 액체를 전달할 것이다. 작은 구멍이 있는 스폰지, 모세관, 및 셀룰로오스성 물질 또는 중합체의 격자 매트릭

스 모두가 액체를 표면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셀룰로오스성, 폴리올레핀성(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및 폴

리프로필렌), 및 세라믹 물질이 심지 물질로 선호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 3A는 어떤 액체 미끼(42)가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게 되기 전의 곤충 미끼집(10)을 나

타낸다. 도 3A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의 배열은 곤충 미끼집(20)이 사용자에 의해서 활성화되기 전에 이송될 때 액체 

미끼(42)가 누출되거나 흐르는 것을 막는다. 곤충 미끼집(10)을 활성화시켜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가 기어

다니는 곤충이 접근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80)에 아래

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80)는 액체 저장고(40)를 아래쪽

으로 이동시켜 액체 보유 탱크(30)의 바닥(131)위의 천공부(160)가 폐쇄부(46)와 접촉해서 폐쇄부에 구멍을 뚫어서 

액체 미끼(42)가 저장고(40)에서 나오게 된다. 액체 이송장치(148)는 저장고(40)로부터 액체 미끼(42)가 방출되는 

것을 제어한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체 미끼(42)는 액체 이송 장치(148) 및 저장고(40)의 입구(44)를 통해서

저장고(40)의 몸체(43)로부터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천공부(160)의 경사진 면 아래 및 액체 보유 탱

크(30)내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내 개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의 구멍

(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이 접근하기 쉽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

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액체 이송 장치(148)로부터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장치(148)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도 4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210)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220)는 외벽(22)으

로부터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

를 한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기부(2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

22)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4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2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240)를 포함한다. 저장고(240)는 위

쪽으로 연장되고 입구(244)에서 끝나는 경사진 면이 있는 몸체(243)를 갖는다. 입구(24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바람직

하게는 박 물질인 폐쇄부(246)에 의해서 저장고(240)내 액체 미끼(42)를 수용하도록 밀봉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고(240)는 입구(244)가 위쪽으로 열리고 저장고(240)의 바닥 말단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의 바닥

위에 놓여있도록 곤충 미끼집(210)내에 배열된다. 저장고(240)는 또한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

질일 수 있는 액체 이송 장치(248)를 포함한다. 액체 이송 장치(248)는 저장고(240)의 입구(244)내에 놓여져 있다.

도 4의 곤충 미끼집(210)은 또한 저장고(240)로부터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도록 이용되는 

활성화 부재(2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280)는 활성화 부재(280)의 밑면(2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천

공부(282)를 갖는다.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인 액체 이송 장치(290)는 상기 천공부(282)를 

둘러싸고 있다. 원통형 벽(286)은 또한 활성화 부재(280)의 밑면(2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고 액체 이송 장치(290

)를 둘러싼다.

도 4는 저장 위치, 즉, 저장고(240)안에 액체 미끼(42)를 유지하는 위치에 활성화 부재(280)가 있는 곤충 미끼집(210

)을 도시한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모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210)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280)에 아래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

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면, 활성화 부재(280)는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천공부(282)가 저장고(240)의 

폐쇄부(246)에 구멍을 뚫어 액체 미끼(42)가 저장고(240)를 빠져나온다. 액체 이송 장치(248)는 저장고(240)의 입구

(244)를 통해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저장고(240)의 몸체(243)로부터 위쪽으로 액체 미끼(42)를 전달한

다. 액체 이송 장치(248)와 유체 소통하고 있는 액체 이송 장치(290)는 액체 이송 장치(248)로부터 액체 미끼(42)를 

이송하여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체 미끼(42)가 저장고(240)의 경사진 면 아래로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부로 

이동하게 된다. 액체 미끼(42)는 또한 활성화 부재(280)의 원통형 벽(286)의 개구부(287)를 통해서 및 저장고(240)

의 경사진 면의 아래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 

개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의 구멍(32)으로 들어오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

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액체 이송 장치(2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290)에서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 장치(2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290)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의 필수조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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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도 5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310)의 또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320)는 외벽(22)

에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 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기부(320)의 내벽(24)은 또한 기

부(320)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5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3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340)를 포함한다. 저장고(340)는 위

쪽으로 연장되고 입구(344)에서 끝나는 경사진 면을 갖는 몸체(343)를 갖는다. 입구(344)는 저장고(340)내에 액체 

미끼(42)를 상기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박 물질인 폐쇄부(346)에 의해서 수용하도록 밀봉되어 있다. 도 5에 도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장고(340)는 입구(344)가 위쪽으로 열리고 저장고(340)의 바닥 말단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

30)의 바닥 위에 놓여있도록 곤충 미끼집(310)에 배열된다. 저장고(340)는 또한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일 수 있는 액체 이송 장치(348)를 포함한다. 액체 이송 장치(348)는 저장고(340)의 입구(344)내에 놓여

져 있다.

도 5의 곤충 미끼집(310)은 저장고(3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도록 이용되는 활성화 부

재(380)를 포함한다. 이 활성화 부재(380)는 활성화 부재(380)의 밑면(3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심지와 같은 모

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인 액체 이송 장치(390)를 갖는다. 원통형 벽(386)은 또한 활성화 부재(380)의 밑면

(3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고 액체 이송 장치(390)를 둘러싼다.

도 5는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를 저장고(340)내에 유지하는 위치에 활성화 부재(380)가 있는 곤충 미끼집(310

)을 도시한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양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게 접근 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310)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활성화 부재(380)에 힘을 가한다. 사

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380)는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액체 이송 장치(390)는 저

장고(340)의 폐쇄부(346)에 구멍을 뚫어서 액체 미끼(42)가 저장고(340)를 빠져나온다. 액체 이송 장치(348)는 저장

고(340)의 입구(344)를 통해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저장고(340)의 몸체(343)로부터 위쪽으로 액체 미끼

(42)를 이송한다. 그런 다음, 액체 이송 장치(348)와 유체 소통하고 있는 액체 이송 장치(390)는 액체 이송 장치(348)

로부터 액체 미끼(42)를 이송하여, 액체 미끼(42)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고(340)의 경사진 면 아래로 및 액

체 보유 탱크(30) 내부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또한 활성화 부재(380)의 원통형 벽(386)의 개구부(387)를 통해

서 저장고(340)의 경사진 면 아래로 액체 보유 탱크(30)내부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

벽(22)내 개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내 구멍(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게 된다. 곤충

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의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액체 이송 장치(3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390)에서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

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 장치(3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390)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도 6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610)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620)는 외벽(22)에

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

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기부(6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620)

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6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6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640)를 포함한다. 저장고(640)는 액

체 미끼(42)를 보유하는 병(660)의 제 1 부분을 에워싸는 제 1 섹션(672) 및 병(660)의 제 2 부분을 에워싸는 제 2 

섹션(674)을 갖는 하우징(670)을 포함한다. 제 1 벽(673)은 하우징(670)을 제 1 섹션(672) 및 제 2 섹션(674)으로 

분리한다. 하우징(670)의 제 2 섹션(674)은 저장고(640)의 입구를 한정한다. 구멍(676)을 갖는 제 2 벽(675)은 하우

징(670)의 제 2 섹션(674)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병(660)은 병(660)의 제 2 부분을 밀봉하기 위해서 캡(662)을 갖는

다. 캡(662)은 하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캡(662)을 여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감소된 두께의 영역(664)을 갖는다. 병(66

0)이 하우징(670)내에 놓여있을 때, 병(660)의 목은 제 1 벽(673)내의 갭을 통해서 연장되고 병의 캡(662)은 하우징

의 제 2 섹션(674)의 제 1 부분에 놓인다. 제 2 벽(675)의 반대편에,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공성 물질일 수 

있는 액체 이송 장치(648)가 배열되어 있다.

도 6의 곤충 미끼집(610)은 또한 저장고(6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활성

화 부재(6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680)는 활성화 부재(680)의 밑면(6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블레이드(682

)를 갖는다. 도 6은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를 저장고(640)내에 유지하는 위치에 있는 활성화 부재(680)가 있는 

곤충 미끼집(610)을 나타낸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모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게 접근 용이하게 되도록 

곤충 미끼집(610)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680)에 아래

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680)는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캡(6

62)의 감소된 두께의 영역(664)을 부서뜨려서 블레이드(682)의 끝이 병(660)의 캡(662)을 열어 액체 미끼(42)가 병(

660)을 빠져나오게 된다. 액체 미끼(42)는 하우징(670)의 제 2 벽(675)내의 구명(676)을 통과해서 액체 이송 장치(6

48)와 접촉한다. 액체 이송 장치(648)는 하우징(670)의 말단의 개구부(679)를 통해서 및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액체 미끼(42)를 이송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의 개

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의 구멍(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

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액체 이송 장치(648)에서 직접 먹

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

장치(648)에 접근할 수 있는 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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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410)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420)는 외벽(22)에

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

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기부(4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7

20)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7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4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440)를 포함한다. 저장고(440)는 위

쪽으로 연장되고 열린 말단에서 끝난다. 열린 말단은 도 7B에 상세하게 도시된 커버 플랜지(cover flange)(456)에 의

해서 부분적으로 밀봉된다. 커버 플랜지(456)는 중앙 개구부(441) 및 중앙 개구부(44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튜브

(450)를 갖는다. 튜브(450)의 내부 표면(447)은 내부 표면(447)에 형성된 모세관 채널(458)을 갖는다. 모세관 채널(

458)은 또한 커버 플랜지(456)의 상부 표면(449)에 존재한다. 모세관 채널(458)은 튜브(450)의 바닥 말단(476)으로

부터 커버 플랜지(456)의 가장자리(461)까지 유체 경로를 제공한다. 커버 플랜지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고(

440)의 열린 단부에 맞게 끼워져서 튜브(450)는 저장고(440)내 액체 미끼(42)내부로 연장한다. 커버 플랜지(456)의 

중앙 개구부(441)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박 물질인 폐쇄부(446)에 의해서 밀봉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저장고(440)는 저장고가 위쪽으로 열리고 저장고(440)의 바닥 말단은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의 바닥에 놓여지

도록 곤충 미끼집(410)내에 배열되어 있다.

도 7의 곤충 미끼집(410)은 또한 저장고(4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활성

화 부재(4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480)는 활성화 부재(480)의 중앙 부분(48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천공부(4

87)를 갖는 중앙 부분(481)을 갖는다. 도 7 및 도 7A를 보면, 중앙 부분(481)은 연결기 스트립(482)에 의해서 활성화

부재(480)에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 7은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를 저장고(440)내에 유지하는 위치에 활성화 부재(480)가 있는 곤충 미끼집(410

)을 나타낸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양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410)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480)의 중앙 부분(481)에 아래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480)의 중앙 부분(481)은 연결기 스트립(

482)의 굴곡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활성화 부재(480)의 중앙 부분(481)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천공부(487)가 커버 플랜지(456)의 중앙 개구부(441) 위의 폐쇄부(446)를 뚫어서 액체 미끼(42)가 저장고(440)를 

나올 수 있다. 상세히는, 모세관 채널(458)의 모세관 작용은 저장고의 입구를 통해서 저장고에서 위로 및 커버 플랜지

(456)의 상부 표면(449)에서 밖으로 액체 미끼(42)를 이송한다. 도 7의 곤충 미끼집의 일 형태에서, 심지와 같은 다공

성 물질(454)은 커버 플랜지(456)의 상부 표면(449)에서 이동하는 액체 미끼(42)의 전달을 보조하기 위해서 커버 플

랜지(456)의 상부 표면(449)에 인접하게 놓여져 있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커

버 플랜지(456)의 가장자리(461) 위로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내 개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의 구멍(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

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커버 플랜

지(456) 및/또는 다공성 물질(454)에서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

의 존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커버 플랜지(456) 및/또는 다공성 물질(454)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의 필

수조건이 아니다.

도 8A 및 8B를 참고하면, 미끼집(510)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기부(520)는 외벽(22)에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정

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고체 미끼(34)를 포함한다. 기부(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20)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

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8A 및 8B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5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540)를 포함한다. 저장고(54

0)는 입구(544)에서 끝나는 몸체(543)를 갖는다. 입구(54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박 물질일 수 있는 폐쇄부(546)에 의

해서 저장고(540)에 액체 미끼(42)를 포함하도록 밀봉된다. 저장고(540)는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의 바닥에 놓여져

이에 부착될 수 있다.

도 8A 및 8B의 곤충 미끼집(510)은 또한 저장고(5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는데 이용

되는 활성화 부재(5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580)는 활성화 부재(580)의 밑면(584)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원통

형의 튜브(591)를 갖는다. 바람직하게 심지와 같은 다공성 물질인 액체 이송 장치(590)가 튜브(591)에 수용된다. 튜

브(591)는 또한 구멍(586)이 있는 외벽(594)을 가져서 액체 미끼(42)가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활성화될 때 각각

의 구멍(586)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 튜브(591)는 또한 튜브(591)의 내부 표면(555)에서 측방향 안쪽으로 연장된 횡

단벽(587)을 갖는다. 횡단벽(587)은 튜브(591)의 상부 섹션 및 하부 섹션을 한정한다. 다공성 물질(590)은 횡단벽(58

7)내 통로(577)를 통해서 튜브의 상부 섹션에서 하부 섹션으로 연장된다.

도 8A는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를 저장고(540)에 유지하는 위치에 활성화 부재(580)가 있는 곤충 미끼집(510)

을 도시한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양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게 접근 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510)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580)에 아래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580)는 튜브(591)가 저장고(540)의 폐쇄부(546)를 뚫

어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고(540)에 들어가도록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튜브(59

1)의 내부 영역으로 흐를 수 있다. 튜브(591)내의 다공성 물질(590)은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횡단벽(587)내 통로

(577)를 통해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저장고(540)의 튜브(591)에서부터 위쪽으로 튜브(591)내 구멍(589

)에 의해서 저장고(540)의 입구(544) 밖으로 액체 미끼(42)를 이송한다. 액체 미끼(42)는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고(540)의 측면 아래로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내

개구부 및 기부(22)의 내벽(24)내 구멍(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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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다공성 물질(590)로부터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다공성 물질(5

90)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도 8A 및 8B의 곤충 미끼집은 특히 액체 미끼가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에 들어간 후에 미끼집이 전복될 때에도 저

장고(540)에서 액체 미끼가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도 8B를 보면, 저장고는 활성화 후에 튜브(591)에 의해

서 밀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곤충 미끼집(510)이 전복된다면, 다공성 물질(590) 및 튜브(591)의 횡단벽(587)은 

저장고(540)에서 액체 미끼의 통로를 차단할 것이다.

도 9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710)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720)는 외벽(22)에

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

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수용한다. 기부(7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720)

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9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7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740)를 포함한다. 저장고(740)는 위

쪽으로 연장되고 입구(744)에서 끝나는 경사면이 있는 몸체(743)를 갖는다. 입구(74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

게는 박 물질인 폐쇄부(746)에 의해서 저장고(740)에 액체 미끼(42)를 포함하도록 밀봉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저장고(740)는 입구(744)가 위쪽으로 열려 있고 저장고(740)의 바닥 말단이 액체 미끼보유 탱크(30)의 바닥 위에

놓여지도록 곤충 미끼집(710)내에 배열된다. 저장고(740)는 또한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일 

수 있는 액체 이송 장치(748)를 포함한다. 액체 이송 장치(748)는 저장고(740)의 입구(744)내에 놓여져 있다.

도 9의 곤충 미끼집(7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저장고(7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활

성화 부재(7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780)는 활성화 부재(280)의 중앙 부분(78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된 천공부

(747)를 갖는 중앙 부분(781)을 갖는다.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인 액체 이송 장치(790)는 천

공부(747)를 둘러싼다. 원통형의 벽(786)은 또한 활성화 부재(780)의 중앙 부분(78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고 액체

이송 장치(790)를 둘러싼다. 도 9 및 도 11A를 보면, 중앙 부분(781)은 상부 표면에 감소된 두께 영역(783)을 갖는 

연결기 스트립(782)에 의해서 활성화 부재(780)에 부착되어 있다.

도 9는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를 저장고(740)에 유지하는 위치의 활성화 부재(780)가 있는 곤충 미끼집(710)

을 도시한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모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710)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780)에 아래쪽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

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78)의 중앙 부분(781)은 아래로 이동하여 연결기 스트립(782)

은 상부 표면의 각각의 감소된 두께 영역(783)에서 부서진다. 활성화 부재(780)의 중앙 부분(781)은 계속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천공부(747)가 저장고(740)의 폐쇄부(746)를 뚫어 액체 미끼(42)는 저장고(740)를 나올 수 있다. 액체 이

송 장치(748)는 저장고(740)의 입구(744)를 통해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저장고(740)의 몸체(743)에서 

위쪽으로 액체 미끼(42)를 전달한다. 액체 이송 장치(748)와 유체 소통하고 있는 액체 이송 장치(790)는 그런 다음 

액체 이송 장치(748)로부터 액체 미끼(42)를 이동시켜 액체 미끼(42)는 도 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장고(740)

의 경사면 아래로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내 개구부(28

) 및 기부(22)의 내벽(24)내 구멍(32)으로 들어가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끼 보유 탱

크(30)내의 액체 미끼(42)에 접근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또한 액체 이송 장치(7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

치(790)에서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 장치(7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790)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본 발명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도 10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곤충 미끼집(810)의 또 다른 실시예의 내부가 도시되어 있다. 기부(820)는 외벽(2

2)에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내벽(24)을 포함하여, 외벽(22) 및 내벽(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

를 한정한다. 고체 미끼 챔버(26)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체 미끼(34)를 포함한다. 기부(820)의 내벽(24)은 또한 기부(

820)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한다.

도 10에 도시된 곤충 미끼집(810)은 또한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840)를 포함한다. 저장고(840)는 

위쪽으로 연장되고 입구(844)에서 끝나는 경사면이 있는 몸체(843)를 갖는다. 입구(844)는 바람직하게 상기한 바와 

같이 박 물질인 폐쇄부(846)에 의해서 저장고(840)에 액체 미끼(42)를 포함하도록 밀봉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저장고(840)는 입구(844)가 위쪽으로 열리고 저장고(840)의 바닥 단부가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의 바닥 위에 

놓이도록 곤충 미끼집(810)내에 배열된다. 저장고(840)는 또한 심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일 수

있는 액체 이송 장치(848)를 포함한다. 액체 이송 장치(848)는 저장고(840)의 입구(844)내에 놓여져 있다.

도 10의 곤충 미끼집(810)은 또한 저장고(840)에서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액체 미끼(42)를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활성화 부재(880)를 포함한다. 활성화 부재(880)는 활성화 부재(880)의 중앙 부분(88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는 심

지와 같은 모세관 부재 또는 다른 다공성 물질인 액체 이송 장치(890)를 갖는 중앙 부분(881)을 갖는다. 원통형 벽(88

6)은 또한 활성화 부재(880)의 중앙 부분(881)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고 액체 이송 장치(890)를 둘러싼다. 도 10 및 

도 11B를 보면, 중앙 부분(881)이 상부 표면의 감소된 두께 영역(883)을 갖는 연결기 스트립(882)에 의해서 활성화 

부재(880)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10은 저장 위치, 즉, 액체 미끼(42)가 저장고(840)내에 유지되는 위치에 활성화 부재(880)가 있는 곤충 미끼집(81

0)을 도시한다. 액체 미끼(42) 및 고체 미끼(34) 양자가 기어다니는 곤충에 접근 용이하도록 곤충 미끼집(810)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방향으로 활성화 부재(880)의 중앙 부분(881)에 아래쪽

으로 힘을 가한다. 사용자가 'A'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때, 활성화 부재(880)의 중앙 부분(881)은 아래쪽으

로 이동하여 연결기 스트립(882)은 상부 표면의 각각의 감소된 두께 영역(883)에서 부서진다. 활성화 부재(880)의 중

앙 부분(881)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액체 이송 장치(890)가 저장고(840)의 폐쇄부(846)를 뚫어서 액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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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42)가 저장고(840)를 나올 수 있다. 액체 이송 장치(848)는 저장고(840)의 입구(844)를 통해서 모세관 또는 심지 

작용에 의해서 저장고(840)의 몸체(843)에서 위쪽으로 액체 미끼(42)를 전달한다. 액체 이송 장치(848)와 유체 소통

하고 있는 액체 이송 장치(890)는 그 다음에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체 미끼(42)가 저장고(840)의 경사면 아래

로 및 액체 보유 탱크(30)내로 이동하도록 액체 이송 장치(848)에서 액체 미끼(42)를 전달한다. 액체 미끼(42)는 또

한 활성화 부재(880)의 원통형 벽(886)의 개구부(887)를 통해서 및 저장고(840)의 경사면 아래로 및 액체 보유 탱크(

30)내부로 이동한다. 액체 미끼(42)는 그런 다음 기부(22)의 외벽(22)내 개구부(28) 및 기부(22)의 내벽(24)내 구멍(

32)으로 들어가는 기어 다니는 곤충에 접근용이하게 된다. 곤충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20)내 액체 미끼(42)에 접근

하는 능력이 쉽게 인식되나, 곤충은 액체 이송 장치(8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890)에서 직접 먹이를 먹을 수 있다

. 따라서, 곤충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액체 이송 장치(848) 및/또는 액체 이송 장치(890)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액체 미

끼 보유 탱크(30)내 액체 미끼(42)의 존재는 본 발명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바퀴벌레와 같은 기어다니는 곤충을 제어하기 위한 곤충 미끼집이 제공되었다. 바퀴벌레는 어두운 은신처를 

찾고 액체 미끼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분을 얻으려고 곤충 미끼집에 끌리게 된다. 그들은 곤충 미끼집의 접근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가서 고체 또는 액체 미끼를 수용하고 있는 영역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람직하게는 지연된 작

용 살충제를 함유하는, 미끼-독성 고체 및/또는 액체를 먹고 벽 내부 또는 캐비넷 및 다이 뒤에 있는 그들의 평소의 

은신장소로 돌아간다. 이제 독성이 있는 죽은 바퀴벌레는 다른 바퀴벌레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고, 미끼집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바퀴벌레들에 미끼집의 살충작용이 확장된다.

본 발명의 미끼집 및 방법의 다른 변형들은 상기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검토로부터 당업계의 기술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은 상기에서 특별히 설명되지 않았을지라도 하기 청구항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살충적 미끼집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 미끼(42)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고(40)로서, 입구(44) 및 액체 미끼(42)가 저장고(40)에 수용되도록 상기 입구(4

4)를 밀봉하기 위한 폐쇄부(46)를 갖는 저장고(40);

상기 저장고(40)로부터 저장고(40)의 입구(44)를 통해서 상기 액체 미끼(42)를 이송하기 위해 저장고(40)의 입구(44

)에 놓여져 있는 액체 이송 장치(148);

상기 액체 미끼의 이송이 생길 수 있도록 저장고(40)의 폐쇄부(46)를 개방시키기 위한 천공부(160);

상기 폐쇄부(46)를 개방시키기 위해 천공부(160)를 저장고(40)의 폐쇄부(46)와 접촉하도록 이동시키기 위한 활성화 

부재(80); 및

고체 미끼(34)를 수용하는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정하는 기부(20)로서, 상기 기부(20)는 위쪽으로 연장된 외벽(22)

및 위쪽으로 연장된 내벽(24)을 포함하고, 내벽(24)은 외벽(22)에서 안쪽으로 간격을 두고 있어서 외벽(22) 및 내벽(

24) 사이에 고체 미끼 챔버(26)를 한정하고, 외벽(22)은 고체 미끼 챔버(26)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개구부(28)를 갖

고, 내벽(24)은 또한 기부의 내부 영역에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를 한정하는 기부(20)를 포함하고,

상기 폐쇄부(46)가 일단 개방되면 액체 미끼(42)가 액체 이송 장치(148)에 의해 액체 미끼 보유 탱크(30)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기 저장고(40)가 놓여있으며,

살충제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고(40)는 저장고(40)의 입구(44)가 아래쪽으로 열리도록 놓여있고, 상기 활성화 부재(80)

에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저장고(40)의 폐쇄부(46)가 상기 천공부(160)와 접촉하여 폐쇄부(46)를 개방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이송 장치(148)는 저장고(40)의 입구에 놓여진 다공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고(240)는 저장고의 입구(244)가 위쪽으로 열리게 놓여있고, 상기 천공부(282)는 상기 활

성화 부재(280)의 밑면에 놓인 아래쪽으로 연장된 돌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부(282)는 활성화 부재(680)의 밑면에 위치한 아래쪽으로 연장된 블레이드(682)를 포함하

여 활성화 부재(680)에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블레이드가 저장고(640)의 폐쇄부(664)와 접촉해서 폐쇄부(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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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이송 장치는 모세관 채널(458)이 있는 내부 표면(447)을 갖는 튜브(450)를 포함하고, 상

기 튜브는 저장고의 입구에서 액체 미끼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모세관 채널(458)은 저장고에서 액체 미끼를 저장고

의 입구를 통해서 위로 제어가능하게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집.

청구항 9.
제1항에 따른 미끼집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미끼집을 곤충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놓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어다니는 곤충의 억제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고의 적어도 일 부분이 액체 미끼 보유 탱크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충 미끼

집.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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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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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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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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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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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7a



등록특허  10-0443187

- 15 -

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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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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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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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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