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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방역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게임 기반 방역 임워크 설계이

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바퀴벌  범람 사태와 같이 바퀴벌 의 뚜렷한 출  패턴을 악하기 어

려워지면서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에서 필수 인 시설로 

여겨지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도시 난개발로 인해 체계  방역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방역 설계에 게임을 목함으

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을 구축하고, 바퀴벌  방역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게임 기반 방

역 임워크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game design to overcome traditional 

prevention system. Cases such as recent cockroach floodings in Seoul, which shows 

difficulties on understanding the appearance pattern of cockroaches and limitations of 

the quarantine systems are increasing frequently theses days. In particular public 

sewer systems which is essential for urban development, face problems due to urban 

spraw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 game design building 

collective intelligence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on cockroach prevention problems.

Keywords : 게임(Game), Citizen Participation(시민참여), Cockroach Prevention(바퀴벌  방

역), Collective Intelligence(집단지성), Public work(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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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방역시스템의 한계를 극

복하기 한 게임 기반 방역 임 설계이다. 문경

환 외 2인(2020)은 독먹이제를 활용한 방역의 경우 

기간이 지날수록 방역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지 하

다[1]. 한, Mpuchane et al.(2006)는 해충  

바퀴벌 의 생존력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강력한 

살충제를 살포하지 않는 이상 개체수를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2].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역의 

한계 으로 지 된 복잡한 하수도 구조와 살충제의 

독성을 게임  요인으로 구 하고 바퀴벌 의 생

존능력을 게임 이어의 략  선택을 통해 

측한 최 의 방역안 도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8년도 서울의 A지역에서 바퀴벌  란이 

발생했다. 이 란은 A지역 맨홀에서는 수만 마리

의 바퀴벌 가 쏟아져 나오며 시작되었다. 서울시

는 방역을 하여 히 맨홀에 일회성 분무 살충

제를 살포하 으나, 바퀴벌  수는 감소하지 않았

다. 오히려 인근 맨홀에 출몰하는 바퀴벌  수가 

증하는 부작용만 발생하 다[3]. 서울 시민들은 

별다른 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마리의 바퀴벌

와 함께 생활하 으며, 서울시는 바퀴벌  련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바퀴벌  방역에 실패한 원

인을 분석하며 시작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하수도

는 난개발로 구조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바퀴벌

 방역을 해 개발된, 독성을 가진 살충제는 인

체에도 유해하다. 난개발이 진행된 하수도는 필연

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당한 유기물과 온

도, 습도를 유지한 해충 배양지로 락하 다. 이

때 하수도의 방역작업을 하여 소량의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복잡한 하수도의 구조로 인하여 지엽

 효과만 보일 것이며, 반 로 독성이 약한 살충

제를 사용할 경우 바퀴벌 는 짧은 생명주기와 강

력한 생명력으로 면역력을 확보하게 된다[4].

결국,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살충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서 최 의 방역법은 기피제와 유

도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방역 상지 밖으로 바퀴벌

를 유도하는 방법뿐이다[4]. 따라서 안은 바퀴

벌 의 특성을 악하고, 바퀴벌 를 유도할 유도

제와 기피제를 한 치와 시 에 살포하는 것

이다. 

1.1 게임 개요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활용한 집단지성으로 복

잡한 구조를 가진 하수  내 바퀴벌 의 생존능력

을 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

석을 해 제안하는 게임은 바퀴벌  생존 이

어와 방역 이어 간 일 일 략 시뮬 이션 

게임이다. 연구자는 이어의 략  선택을 분

석하고 최 의 방역 안을 도출한다. 

해당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

는 하수도 망을 실 측하여 략 인 게임 환경

을 구축한다. 이때 연구자는 최 한 실제 하수 거

의 구조와 바퀴벌  군집을 유사하게 구축한다. 

이어들이 게임을 이하는 공간은 [Fig. 1]과 

같이 실제 하수도 망을 반 하여 구성한다.

[Fig. 1] Example of Sewer Network Map

방역 이어는 연구자가 구축한 게임 환경을 

략 으로 분석한 뒤, 한정된 횟수의 기피제와 유

도제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때 방역 이어의 승

리 조건은 기피제와 유도제를 사용하여 바퀴벌  

군집을 목표지 으로 이동시키거나 군집의 크기를 

목표 수 이내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바퀴벌  이어는 방역 이어가 설치해 

둔 기피제와 유도제를 피해 차 증가하는 군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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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운 하고, 이동시키며 군집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다. 

연구자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바퀴벌  

이어의 략  행동, 즉 인간의 이성  략이 바

퀴벌 의 생존능력과 유사하도록 최 한 이어

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집 한다. 이후 방

역 이어  가장 수가 높은 최 안을 실제 

방역으로 시행한 뒤 이를 다시  실 측하고 다시 

이를 게임 환경에 반 한다.

1.2 연구범

본 연구의 범 는 게임을 통해 바퀴벌  방역을 

한 유인제  기피제의 설치 치, 설치 시기, 

 투입량에 한 최 의 안을 마련하기 한 

임워크 구축으로 한정한다. 임워크에서는 

시민참여형 게임을 통해 바퀴벌  군집 규모의 

감에 효과 인 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다룬다. 

2. 선행연구

2.1 게임을 활용한 염병 측

게임은 다수의 이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단시간에 많은 사람의 력이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5]. 

방역에 게임이 활용된 표  사례로는 블리자

드의 ‘월드 오  워크래 트’에서 발생한 ‘오염된 

피(Corrupted Blood)’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서

버에 지속 인 피해를 주는 기술이 버그로 인해 

북미 월드 오  워크래 트 게임 서버 내에서 

염병처럼 퍼지게 된 사건이다. 당시 연구자는 

이어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실제 사회에서 염병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행동하고, 어

떤 경로를 통해 염병이 확산되는 지를 보여주었

다[6,7,8]. 

이처럼 염병 발생 시 개별 사회구성원의 의사

결정  행동 양태를 악할 수 있게 해  해당 

사건은 미국질병통제 방센터  염병 확산을 연

구하는 연구자, 그리고 학회에 게임을 질병 확산 

경로나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감을 제공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월드 오  워크래

트(WOW)의 이어가 염병 발생 시 사회구

성원의 의사결정  이동 경로에 한 정보를 생

성하 던 에 착안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에서 방

역 활동을 수행할 경우 발생 가능한 바퀴벌  군

집의 이동 경로를 게임을 통해 악하고 이를 최

 방역 솔루션에 활용하고자 한다.

2.2 게임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

시민참여형 게임은 연구자 외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게임을 이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 한다. 이와 같은 게임을 통한 연구의 

표  성공사례로는 2010년 8월 네이처에 등재된 

다  참여 온라인 게임으로 ‘단백질 구조 측하기’

가 있다[9]. 게임을 활용하여 연구에 불특정 다수

의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한정된 연구인력들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좋

은 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연구

에 새로운 , 아이디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사회  심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연구 로젝트에 한 정  이미지를 형성하고 

심을 환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5].  

3. 하수 거의 공공 리 실패

서울시의 바퀴벌  란의 근본  원인을 찾기 

해서는 1949년 한국 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야 한다. 한국 쟁으로 국내 도로, 하수도 같은 사

회기반시설은 99.99%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괴되었다[10]. 1960년 와 70년  산업계는 정부에 

격히 발 하는 경제에 필수 인 사회기반시설의 

복구를 긴 히 요구하 다.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

에 응답하여 사회기반시설  산업과 높은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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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산업기반시설의 복구를 서둘 다. 그러

나 당시 정부는 행정력과 재정의 한계로 하수도 

같은 생활기반 시설은 도시 새마을운동이라 불리는 

민간주도 복원을 유도하 다.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시골의 생

활 수 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비교  성공한 사업

이었지만, 민간주도의 생활기반 시설 복구는 그 한

계를 노정했다. 특히 생활기반시설물  필수 이

지만 에 보이지 않으며, 악취 시설인 공공하수도

는 극심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와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상이 

동시에 발생하 다. 핌피 상은 지하철역, 기차역, 

병원 등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만을 자신의 지역

에 끌어오려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하수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수를 처리하

고자 한 건물주들과 시설물 설치를 막고자 하는 주

민들의 항이 동시에 발생하여 차 무계획 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자연히 복잡한 구조

를 가진 하수도는 다시 유속 하, 악취, 역류 등과 

같은 근본  문제가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한 문제

가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11,12]. 

1970년  말 공공재의 비극이 발생한 서울의 하

수 거에는 퇴 된 유기물이 쌓이게 되었으며, 해

충의 배양지로 락하 다. 서울시에는 해충으로 

인한 다양한 수인성 염병이 창궐하 다. 이에 정

부는 긴  역학조사를 통하여 염병의 원인이 하

수 거에 있음을 확인하 으나, 이미 문제가 발생

한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다시 체계 으로 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 다[2]. 결국, 정부는 

하수 거의 복잡한 구조 개선보다는 상수도개선  

지상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일명 DDT) 

방역만을 [Fig. 2]의 사료[13]와 같이 진행하 다

[14]. 당시 DDT의 강력한 살충효과로 해충들의 수

는 감소하 으나, 해충  생명력이 강력한 바퀴벌

는 생존하며 차 하수도 생태계를 장악하 다. 

그러나 1980년경 강력한 효과를 보이던 DDT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  말

하는 ‘침묵의 ’ 책 사건이다. 이 책은 DDT나 

BHC 같은 유기염소계 농약에 한 생물학  피해

를 분석했다. 정부는 DDT 사용을 지하고 방역

에 독성이 약한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된

다. 그러나 독성이 약한 살충제는 바퀴벌 의 생존

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바퀴벌

들은 낮은 독성을 가진 젤 타입의 살충제를 먹

이로 삼으며 생존하기도 하 다[1].

1990년  이후 바퀴벌  군집은 별다른  없

이 하수 내에서 성장했으며, 차 하수도 내에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불어났다. 결국 2010

년  반 바퀴벌  군집이 지상으로 서식지를 확

장하며 일명 ‘바퀴벌  란’이 발생하 다. 

4. 시민참여형 바퀴벌  방역게임

4.1 게임의 구성

게임의 체 로세스는 [Fig. 3]와 같다. 

이어는 방역  는 바퀴벌  군집 에서 역할을 

선택한다. 이어들은 방역사업과 연 된 하수도

의 실시간 상황을 토 로 만들어진 스테이지를 무

작 로 할당받는다. 여기서 방역반 이어는 제

한된 방역 횟수 내에서 기피제(Push)  유인제

(Pull)를 하게 배치한 후 바퀴벌  군집을 

인 살충제 살포를 한 목표 에 이동시킨다.

바퀴벌  이어는 방역 이어가 방역을 

결정한 스테이지  무작 로 하나를 배정받고, 실

시간으로 측된 군집을 이동시킨다. 바퀴벌  

이어가 방역 이어가 구성한 스테이지를 격

[Fig. 2] Running Behind the DDT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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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므로 최소 이어 수는 1인이고 스

테이지가 방 한 경우 최  4인까지 함께 그룹 매

칭 기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군집의 규모

는 실제 군집의 생태학  특성을 반 하여 증가되

거나 축소된다.

[Fig. 3] Citizen Participating Cockroach 

Prevention Game Flow Chart

이때 게임 내에서 바퀴벌  이어는 이동 경

로에 따라 방역  이어가 설치한 기피제  

유인제가 설치된 포인트에 도달하고, 이때 기피제

와 유인제는 군집의 이동제약  유도에 향을 

미친다. 만약 기피제와 유인제에 바퀴벌  이

어의 응이 부 하여 바퀴벌  군집이 50% 이

하로 감소할 경우 패배하게 되며, 이 경우 바퀴벌

 이어는 다시  해당 스테이지에 재도 할 

수 있다. 

만일 바퀴벌  이어의 한 응으로 해

당 스테이지에 바퀴벌 가 120% 이상 생존할 경

우, 해당 스테이지를 제작한 방역반 이어에게

는 알람을 주어 다시  스테이지를 구성하도록 한

다. 

4.2 게임 활용 시나리오

[Fig. 4]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ion on Cockroach Prevention

[Fig. 4]는 시민참여형 게임을 활용한 바퀴벌  

방역 임워크이다. 본 임워크는 게임을 활

용하기 한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것이다. 피드백

을 통해 지속해서 작동  개선되는 6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벌  방역 활동 시행 상 지역(민원 제

기 지역)의 시민이 시민참여형 게임을 

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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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민참여형 게임의 이 데이터를 방역 활

동의 기 자료를 빅데이터로서 분석한다.

③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내 기피제  유인제의 설치 치, 설치 시

기, 투입량 등을 결정하여 방역 활동 계획을 

최 화한다.

④ 계획에 따라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

⑤ 방역사업 결과를 성과지표 형태로 정리하여 

지역 시민에게 공지한다.

⑥ 지역 시민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한 

응을 평가하거나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

임워크(시나리오)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해

선 시민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기 한 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게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자

체 단 에서 사활동 시간 부여, 게임 내 순 시

스템을 도입하여 게임을 통해 발생시킨 고 수익

을 순 에 따라 일부 분배하는 것이 그 시가 될 

수 있다.

4.3 임워크 구축 시 유의

본 연구에서는 바퀴벌  방역 활동을 한 시민

참여형 게임의 개념과 구성요소 핵심 인 게임 내

용을 제안하 다. 이는 기획에 해당하는 단계로 실

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게임 내의 여러 

구성요소에 한 실증  검토  데이터 확보가 

진행되어야 한다. 

를 들어, 기피제를 게임에 구 하는 경우 기피

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바퀴벌 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하여 확률 으로 표 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 인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한, 머신러닝을 통해 바퀴벌 의 거동 데

이터를 분석해 내기 해서는 게임이 어떠한 데이

터셋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지 구체 으로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게임을 실제 방역 활동에 

용하기 해서는 공공하수도 시설 내의 방역작업

과 련한 유체역학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

럼 본 기획을 구체화하기 해서는 보건  생, 

데이터 과학, 토목공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문가와의 업  검토가 필요하다.

한, 구축한 게임을 활용하여 임워크를 운

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통해 도출한 안이 실제 

방역사업으로 시행되었을 때 하수도 내의 바퀴벌  

생태변화가 해당 지역 시민의 민원제기 양상을 어

떻게 변화시켰는지에 한 사회과학  인과분석이 

수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하수도 시설에 살충제를 국

지 이고 산발 으로 살포하는 기존 바퀴벌  방역

방식의 한계 과 안으로서의 게임 활용을 고찰하

다. 바퀴벌 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여 일거에 지

역 내 바퀴벌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해서는 바퀴벌  이동경로에 한 분석  

연구가 필수 으로 본 논문은 시민참여형 바퀴벌  

방역게임  바퀴벌  방역 임워크를 통해 해

결 방안을 제안하 다.

게임을 공공사업 분야와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4차산업 명의 시 에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

질 것이다. 첫째, 공공사업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진할 수 있다. 기존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과정이 필수 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최 의 방역 방안을 도출한다

면, 차  정당성의 확보과 함께 창의 인 공공문

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역 활동과 같이 거주 주민 만족도가 사

업 효율성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에 게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 인 참여와 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방역 활동뿐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 인 여

러 유사 공공사업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

다. 

셋째, 타 산업군에 비해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게

임 인식 개선 정책’[15]의 안이 될 수 있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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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데이터를 축 ,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다. 게임이 소비  수단이 아니라 사

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산  수단임을 입

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 이 존재한다. 본 연구

는 게임의 구 이 아닌 데이터 확보를 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만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 인 게임

의 구축이나 세부기획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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