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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연구소로 들여오기:
일본 방재과학기술에서 지진의 재현과 지정학
1)

이강원*

1. 서론

지진을 과학적 대상으로 재현하는 학문분과로서 우선적으로 지진학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진학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배려해야할 것들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는 못한다. 1995년 1월 17일의 효고현남부지진과 2011년 3월 11일의
북동부태평양앞바다지진은 지진학이 아무리 ‘사실’을 제공하거나 추구
한다고 해도 이 다양한 ‘관심들’을 대변해 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변되지 못한 관심, 걱정, 배려의 목소리들이 적절히 재현되기 위해서
는 지진학을 포함한 새로운 학문분과들의 개입과 관련 집단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척도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는 안전에 더해서,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안심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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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사실의 문
제’(matter of fact)가 실패한 곳에서 나타나는 이 ‘관심의 문제’(matter
of concerns)(Latour 2004)에는 다양한 학문분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관계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본 방재과학기술에서의 실천 속에서 지진에 관련된 학
분 분과, 관련 집단, 장소들의 결합과정을 기술함으로써 ‘관심의 문제’
로서의 지진을 중심으로 소집된 집합의 존재방식과 시공간의 범위를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관련 집단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와 새로운 학문분과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지진의 재현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잠재력을 보이는 정치적 과정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방향에서 일본 방재과학기술
에서 실천되는 지진의 집합에 접근한다. 첫째, 실천 속에서 ‘지진’은 하
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으로 다중화(multiplication)될 수 있다.
장소, 사물, 사건의 배치,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장치와 재현 방식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지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서로 다른 대상들의 집
합체를 정교하게 기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몰은 동맥경화
를 다루는 병리학과 임상학이 그 실천에서 상이한 장소, 물질, 장치, 연
구자의 암묵지(embeded knowledge)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대상을
연행한다고 주장한다(Mol 2002: 29-36). 실험실이나 병원과 같이 통제
된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본 연구가 진행된 지진학과 측지학의 관측소
와 도시사회공학과 심리학의 필드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장치
와 재현을 통해서 지진은 다중화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떤 학문분과 혹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집단이
소집되는가에 따라서 그 집단은 상이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집단의 경계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그려짐
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여지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왔던 기존
의 사회과학과는 다른 입장에 선다. 고정된 집단 혹은 고정된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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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집단 형성 과정”(group formation)(Latour 2005: 30-34)을 추
적함으로써, 새로운 집단이 소집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연구자들 및 이
들이 제공하는 기구들을 통해서 관련 집단들의 ‘다중 정체성’이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이다.
셋째, 연구소에 소집된 지진의 집합은 연구소 밖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마주치거나 볼일이 없는 사람과 사물들이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인 연구소에서 지진이 재현된다는 점에서 이를 “원격
현전”(telepresence)(마노비치 2004: 223-225)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리고 현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원격 행위”(action at distance)(Latour 1986,
1987: 219-232)이기도 하다. 아울러,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육체적으로

인접한 ‘군중’(the crowd)이 아니라, 육체적 혹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먼 곳으로 옮겨와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라는 점에서 “공
중”(the public)(타르드 2012: 15)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핵심
은 광대한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이 좁은 연구소 안으로 들어
와 지진을 재현하기 위해 결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중을 추적하는
연구자는 국지적인 장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넷째, 지진에 관여하는 학문분과와 집단의 수가 쟁점의 변위에 따라
서 증감한다는 점에서, 그 실천을 이루는 장소, 사물, 사건의 관계가 유
연할 수밖에 없다. 세르(M. Serres)는 “열린 분기점들,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만나는 일시적인 요소 결합”, “소용돌이와 회오리바람과 같은 결
합”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에 대한 은
유를 유체 역학에서 가져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세르 2009: 430431). 지진의 재현 역시 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변형되어 운반되

어 온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체적인 정체성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상과 집단의 다중성에 주목하고, 공중이 순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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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인 경로들을 살펴보며, 그것을 유체적 공간 위의 사건들로 분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대상인 지진을 둘러싼 정치를 정교하고 포괄적으
로 기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약 15개월 간 교토대
학교 방재연구소(DPRI)를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 진행된 민족지
의 일부이다. 교토부 우지시에 자리 잡고 있는 DPRI는 교수 37명, 준교
수 38명, 조교수 29명, 기술직원 17명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연구 분야는 크게 종합방재연구집단, 지진․화산연구집단,

지반연구집단, 대기․수권연구집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아래 각각 네
곳의 연구부문들과 네 곳의 센터들로 세분된다. 지진학, 측지학, 지자기
학, 지질학, 기상학, 수문학과 같은 지구과학자들, 도시환경공학, 건축
학, 해양공학, 행정정보공학 등을 포함하는 공학 연구자들, 경제학, 도시
사회공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이 각 연구 집단과 부분들에
고루 퍼져 있다. 연구실들은 관측소, 실험실, 기술실, 데이터베이스실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협정을 맺은 다른 연구기관들 그리고 각 지역의
현지들과 연계되어 있다.

2. 연구소의 장소
1) 장치를 든 예언자

지진학자의 연구실에서 눈에 띠는 것은 연구실 구석구석에 지진계
와 기록기 등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와 동시에 인도 뭄바이 대학으로부터도 물리학자 두 명이 지진학자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세 방문자 앞에서 지진학자는 박스에서 지진계를
꺼내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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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진계와 지진학자: 짧은 연결
지진학자가 회의실 바닥
에서 지진계 위에 수평계를
올려놓고 공기방울의 위치
를 조절하며 수평을 맞춘
다음, 기술직원의 도움으로
지진계와 오실로스코프를
전선으로 연결했다. 설치를
끝낸 후에 지진학자가 엉거
주춤하게 서서 무릎을 구부
리며 회의실의 콘크리트 바
닥에 몇 번 압력을 가하자

<그림 1> 지진계의 성능 실험

오실로스코프의 그래프가
떨리기 시작한다. 그가 동작을 하다 멈출 때마다 오실로스코프의 그래프도 물
결을 치다가 수평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지진학자는 “자, 이정도 진동까
지 전달이 됩니다. 0.5mm 정도 되는 단층의 미끄러짐까지 탐지해 낼 수 있어
요”라고 말하며 지켜보고 있던 물리학자들을 바라보았다. (090830 지진학자
의 연구실)

지진학자는 생물학자처럼 물질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실험하는 모습
을 보여줄 수 없다. 병원처럼 환자가 진찰실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지진
학자는 장치를 연구실 밖에 설치한 후에나 신호로 변형된 지진동을 연
구실로 옮겨 올 수 있다. 그래서 연구실 밖의 세계로 지진계를 파견하기
전 지진계 자체에 대한 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진학자의 작은 실험
은 지진계가 미세한 지진동을 제대로 옮겨 올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는
점을 방문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진동이 지진에 의한 것인지 지진학자의 몸짓에 의한 것인지
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장치가 앞으로 관측지점에 설치
되면 파동 그래프를 옮겨 옴으로써, 매우 작은 단층의 미끄러짐까지도
탐지할 것이라고 지진학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책을 든 인류학자는 지진계를 든 지진학자의 말을 판단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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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가 예언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책의 기록에 따르면, 진동은 지진계와 전선, 수평계, 기술직원의 수작
업, 오실로스코프와 파동그래프, 방문자들의 시선, 지진학자의 몸짓과
말로 이루어진 실천 속에서 연행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일어난 사건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실로스코프
에 파동 그래프가 나타났으며, 지진학자의 몸짓과 파동그래프가 지진계
를 매개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방문자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둘
째, 지진학자가 이 파동그래프를 가리키며 ‘진동’이라고 언급하는 동시
에, 파동 그래프를 지켜보던 방문자들이 지진학자의 말에 고개를 끄떡
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 장치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 간의
접점이, 두 번째의 사건에서는 이미지의 세계와 말의 세계의 접점이 형
성되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두 매개자로 인해서 적어도 이
연구실 내에서는 ‘지진학자의 몸짓이 진동을 일으켰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 들여 진다.1) 지진학자는 ‘쿵’ 발을 구르기도 하고, 방문
을 ‘쾅’ 닫기도 하고, 책상을 ‘탁’ 치기도 했으나, 그의 모든 행위는 오실
로스코프 의 파동그래프로 그려졌고, 그리고 이 날이미지들은 모두 지
진학자와 방문자들에게 ‘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인류학자는 도시사회공학자로부터 초대받은 워크숍에서 또 다른 예
언을 하는 연구자와 장치를 둘러싸고 모여 있는 공학부 학생들과 만났
다.
[사례 2] 토론 촉진 도구
큰 탁자 위에 사각형의 넓은 도면이 펼쳐 있다. 도면은 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네 면으로 그리고 네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탁자의 각 면
에 학생, 행정담당자, 외국인 관광객, 자주방재회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각
1) 두 매개자로 인해서 기존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 미세한 진동
으로 정의된다. 매개자의 차이는 실천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입력만으로 출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Latour 2005: 37). 매개자를 바꾸면 그 대상 역시 달리 연행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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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제안
들을 메모지에 써서 도면 위에
붙인다. 5년, 3년, 1년으로 구
획된 연도별 계획에 이들의 제
안이 들어찬다. 그리고 서로의
제안들을 돌아가며 읽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 제안들
에 대해 질문과 반박을 한다.
비슷한 제안들을 같이 모으거
나 대립하는 제안들 간의 타협
점을 찾은 후, 최후에는 종합
된 제안들과 연도별로 각각의

<그림 2> 공학부의 계획학 워크숍에서 학
생들의 사면회의

역할과 협력 사항을 정리한 관광객 대피 계획안을 도표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
다.(090702 공학부 사면회의 실습)

도시사회공학자가 ‘사면회의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도면과 회의
방식은 지역주민들이나 기업의 방재담당자들이 스스로 마을과 조직에
대한 방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면의 모양과 회의 절차 뿐 만 아니라 어떻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촉진하는가에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말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토론하도록!”, “‘일단은…’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하겠습니다. 단…’이라고 말하면서 의욕을 보여줄 줄
것!”,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자주방재단은 도대체 무슨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것!” 등등, 학생들의 회의에 도시사회공학자
가 개입할 때마다 하는 말들은 모두 토론의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사회공학자에 따르면, ‘일본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
을 말하는 것이 서툴다. 부끄러워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해서이기도 하
지만, 토론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까지 상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회의시스템’은 토론하는 것을 즐기도록, 다른 사람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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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서보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 말을 하도록 촉진하
고 기록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2) 여기서 ‘장치’란 기계라기보다는 기입
을 위한 도면, 회의 절차, 그리고 토론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로 구
성된 일종의 게임 규칙이 된다. 이 장치를 통해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장치가 파견될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업의 직원들은 지진에 대한 방재계
획을 스스로 새우는 적극적인 ‘토론자’로 그 정체성이 재규정 된다. 그
리고 사면회의와 계획서에 기입되어 다시 연구실로 옮겨져 온 도면과
계획서를 가리키며 도시사회공학자는 이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게 된다.
배치도를 따라 다른 연구실들로 이동하는 연구자는 각 연구실에서
또 다른 장치를 든 예언자들을 만난다. 연구실을 이동할 때마다, 각 연구
자들이 들고 있는 장치가 달라지면서 연구소로 옮겨오는 실체들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한다. 즉, 다른 연구실로의 이동은 장치에
의해 기입되는 것들의 차이, 기입된 것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자들의 변
화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옮겨지는 실체들과 연행되는 대상들의 차이
로 이어진다. 이러한 장소, 사물, 사건의 차이,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장치, 대변인의 변화로 지진은 연구실마다 ‘다른 대상’이 된다.

2) 지진의 수를 늘리다: 대상의 연행

각 연구실의 연구자와 장치가 지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추
적하면서 지진이 단순히, 진동과 미세한 단층의 미끄러짐으로만 규정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기입 장치”(inscription devices)는 물질을 다이어그램, 표, 수치로 변형시킴으로써
과학자들이 논문이나 논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산하게 된다. 기
입을 통해 물질에 간섭하고 물질을 변형했던 과정들이 괄호 안에 놓여 짐으로써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atour & Woolgar 1986[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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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지진계의 수와 지진의
수
효고현남부지진(고베대지진) 이
후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3)에
서 고감도지진관측망(Hi-net)을 구
축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만으로도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 대상에 따라
서는 자기 스스로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긴키(近畿)나
츄부(中部)지역처럼 좁은 지역을
상세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측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킨
키지역에 500군데, 돗토리현(鳥取 <그림 3> 미소지진의 분포도(출처: 地震予
県)에 500군데를 설치한다든지 하
知研究協議会, ｢微少地震観測
는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
の成果｣)
는데,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공통
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만점(満点)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2006년 1
년간 긴키지역에서 일어난 미소지진이 기상청의 관측망을 통해서는 4천 개가
관측되었는데, 만점계획의 관측망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10배인 4만 개의 미소
지진이 관측될 것입니다.(100709 지진학자 이이오)

지진계의 수를 늘리면 지진의 수가 늘어난다. 지진의 수를 늘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진학자가 단순히 지진의 수를 늘리는
데 그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대의 지진계와 여러 대의
지진계로 구축된 관측망은 단순히 수의 차이를 넘어서 전혀 다른 실체
를 옮겨 온다. 큰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상당 기간 단층면에서 수많은
작은 여진들이 발생한다. 만약 기상청과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관측망
보다 충분히 조밀한 관측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 여진들의 분포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 지진학자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큰
지진의 단층면의 위치, 방향, 단면적, 변형력 변화의 추이 등을 알아 낼
3)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쓰쿠바시(筑波市)에 자리잡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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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에서 위쪽 그림은 동일한 기간 동안 방재연연구
소의 미소지진관측망을 통해 그려진 미소지진의 분포도이고 아래쪽 그
림은 기상청이 관측한 미소지진의 분포도이다. 설치한 지진계의 수가
많은 방재연구소 쪽이 더 많은 지진을 관측했다. 위쪽에서 진원의 분포
가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여진들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과 지각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된다. 따라서
지진계의 수를 늘려 미소지진의 수를 늘리는 지진학자는 큰 지진의 단
층면으로 규정되는 새로운 대상을 연행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진학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조밀다점관측망’은 이제, 지진을 진동이
나 지각의 미세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큰 지진의 단층면으로 규정한다.
지진계 자체와는 구분되는 조밀다점관측망이라는 새로운 장치가 도입
된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지진계 혹은 더 조밀한 관측망을 보유하고 있는 지진
학 연구실은 더 많은 지진을 관측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실보다 더 정밀
한 단층의 분포도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지진학자는 방재과학기술연구
소의 고감도지진관측망보다 더 정밀한 단층의 분포를 그려서 그것이 대
지진의 단층면이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 ‘수 싸움’에서 다른 지진학
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지진계를 설치할 관측점을 늘리기 위해서, 가설을 동원하고 대상을
재규정하기도 한다. 지진학자는 관측망이 옮겨 오는 진동과 단층을 ‘판
내부의 내륙지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지진의 집합을 만들었다. 판 운동이 판 내부의 내륙지진의 발생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가설을 통해서 판의 경계에 있는 세계 여러 곳을 관측
점의 후보로 규정하고 ‘판 내부의 내륙지진’에 그곳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일본의 긴키 지역
의 지진 관측점에 국한되지 않고 판 경계에 위치한 뉴질랜드 등에서
현지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관측점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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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지진학자의 예언대로 많은 지진계가 실제로 현장에 파견
되고 있는지, 이 관측망이 제대로 진동을 옮겨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연구실보다 정확한 단층의 분포도를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진계 설치와 유지․보수 여행에 동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연구소
밖으로의 여행에 따라 나서기 전에, 우선 다른 장치와 연구자들, 그리고
대상이 있는 연구실로 이동하기로 한다.
강진동 연구실에서는 단순히 지진계의 수가 곧바로 지진의 수의 증
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강진동을 연구하는 지진학자들의 연구
실에는 지진계와 기록기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상자조차 찾아볼 수 없
다. 이들은 연구실 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의 지진관측망과 접속
된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사례 4] 관측망의 수와 지진의 수
고감도지진관측망(Hi-net)은 민감해서 작은 지진, 즉 미소지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은 너무 진동이 커서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진동
이 커도 지진이 멀리서 일어나면 약해진 진동을 탐지할 수 있겠지요. 중국 쓰
촨지진이 큰 지진이지만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고감도관측망
으로 관측했습니다. 전국강진관측망(K-net)과 기반강진관측망(Kik-net)은 둘
다 강진관측망이기는 한데, K-net은 큰 도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도시가 있는 곳은 대부분 평야인데, 평야는 지면이 부드럽습니다. K-net는
주로 이런 도시 평야의 퇴적층 위, Kik-net은 지반이 단단한 산 위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땅 속에 그리고 땅 위에 두 개가 설치됩니다. 광대역지진관측망
(F-net)은 말 그대로 ‘광대역’이기 때문에 단주기파로부터 장주기파에 이르는
넓은 주기의 지진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동에 포함된 여러 주
기의 진동들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가 비싸서 설치 밀도
가 낮습니다. 이에 반해, Hi-net은 싸서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100709 강진
동 연구자 이와타)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강한 흔들림’, 즉 강진동을 연구하고 있는

지진학자들은 고감도지진계의 수를 늘리는 경쟁에 관심이 없다. 고감도
지진계의 수를 아무리 늘려도 고감도지진계로는 이들이 원하는 강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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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옮겨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진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기가
긴 진동으로 변한 장주기 지진동이나, 미소지진계의 관측범위를 넘어서
는 진폭이 크고 주기가 짧은 강한 진동은 짧은 주기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도록 고안된 고감도지진관측망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고
감도지진계가 파동그래프를 옮겨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종류의 지진계의 관측망에 접속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
해서 강진동과 여진들을 옮겨 오는 데 관심이 있다. 진원에서의 단층의
미끄러짐을 보여줄 수 있는 진동, 지진파가 기반을 지나면서 증폭되거
나 감쇄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진동, 도시가 위치한 퇴적층에서
지진파가 증폭되거나 산란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진동 등 강진동 연구자
들은 다양한 주기와 진폭의 진동들을 필요로 한다. 강진동 연구자들이
접속하는 관측망들은 진동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진동이
강진동이라는 대상 혹은 목적에 종사하도록 하는 매개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강진동 연구자들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관측망에 접속할
수 있는가, 즉 관측망의 수가 중요하다.
여기서, ‘지진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 미소지진 연구자들과 강진동
연구자에게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같은 종류의 지진계를
늘려 하나의 관측망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면, 후자는 방재과학기술연구
소와 기상청 혹은 간사이지진관측연구협의회, 미국의 지질조사국
(USGS) 등 각국의 관측망과의 동맹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관측망에

접속을 하는 쪽으로 지진의 수를 늘리고 있다. 두 연구실은 지진동을
옮겨 올 장치의 차이에 따라서 지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진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즉 지진은 두 연구실에서 미소지진과 강진동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으로
연행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강진동을 연행하기 위해서는 미소지진 연구실에
서도 언급되었던 ‘진원’이라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진을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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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경로, 지표지점의 관계로 재규정하는 강진동 연구실에서 이 ‘진원’
은 미소지진에서와는 다른 정체성과 목적이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겉
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관측활동도 어느 연구실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효고현남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미소지진 연구자는 지반이 딱딱한 산 위에 지진계
를 놓고 여진을 관측했지만, 강진동 연구자는 집이 무너진 곳, 피난소가
된 초등학교 운동장, 전혀 피해가 나지 않았던 주거지 등에 지진계를
설치했다. 진원으로부터 지점까지 지진파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동이 증폭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강진동 연구자들은 진원과 땅 위에서
의 진동, 그리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의 진동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표면에 따라 달라진 지진파 그 자체도 연구소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
반면, 여진의 진원을 정확히 찾고 이를 통해 큰 단층면을 그리는데 초점
을 맞추는 미소지진 연구자들은 가능한 지진동이 산란되거나 증폭되지
않고 그대로 전파되는 딱딱한 지반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서 여진을 관
측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진동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며, 관측
작업의 운용을 달리 함으로써 진원에 부여된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장치와 진동의 정체성의 차이에 더해서, 연구자 집단의 구성방식도
서로 다른 대상을 연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소지진 연구실에
서 지진학자들은 ‘조밀다점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직원들, 전
자기기 개발업체와 새로운 지진계의 개발과 설치계획, 그리고 유지보수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강진동 연구자들은 접속하는
관측망들 대부분을 지진학자 자신이 아닌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다른 기관들에 관측망의 설치를 맡기고 있다. 그래서 강진동을 연구하
는 연구실들에서는 지진 연구자와 지진계를 설치하는 기술직원으로 연
구 집단이 분화되어 있다. 두 연구실의 차이는 연구자 집단의 분화 방식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의 학술적인 이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대부분 지진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소지진의 연구자들에 비해, 강진
지구를 연구소로 들여오기  이강원 141

동 연구자들은 지진학자, 지반공학자, 토목공학자 및 건축학자들로 구
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소지진이나 강진동을 연구하는 연구실과 옮겨오는 실
체 자체가 다른 또 다른 연구실로 이동한다. 지진학 연구실에서의 지진
은 미소지진이든 강진동이든 지진계를 통해 진동으로 규정되었다. 하지
만, 측지학 연구실에서는 지진이 측지 장치들을 통해 지각의 변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각 변동이 진동 혹은 지진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진은 지각변동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지
각변동이 궁극적으로 갖게 될 정체성은 지진이 아니라 지구의 형태라는
점에서 측지학자는 지진학자들과 관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측지
학자는 “지진은 지구의 변형 과정에서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로 측지학에서 지진의 위치를 정립하고 있다.
측지학자들은 체적변형계, 경사계, 신축계, Geo-net(GPS 관측망),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와 같은 장치들을 ‘들

고’ 있다. 체적변형계에서 지진은 ‘시굴공에 삽입되어 있는 원통의 체적
변형’으로 규정된다. 경사계에 의해서는, ‘도관으로 연결된 두 수조의
수위 차’로 규정된다. 신축계에 의해서는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는 세 개의 수정봉의 늘어남과 줄어듦의 변화’로 규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은 지진계가 들여오지 못하는 지진까지 연구소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
는 ‘슬로우 지진’은 신축계와 경사계를 통해서 관측될 뿐 지진계를 통해
서는 관측되기 어렵다. 슬로우 지진은 지각의 미끄러짐이 판의 침강 속
도보다는 빨라서 지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지진계에 의해 관측되
는 지진보다는 미끄러짐이 느려서 사람이나 지진계가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진과 단순한 지각변동의 사이에 있는 ‘애
매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川崎 2006). 따라서 측지학자들은 지진학
자들이 관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진의 수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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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8월 스루가만(駿河湾)지진의 신축계 파형(위)
과 강진계 파형(아래).
[사례 5] 새로운 장치와의 연합
정밀도 면에서는 GPS보다는 SAR의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간분해
능(能)은 조금 떨어지지만, SAR가 시작된 초기부터 공간분해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설령 시간분해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플레이트의 침강은 시
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활단층이 다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력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는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는 SAR가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2006년 1월에 다이치(인공위성)가 발사되어서, 후쿠시마군과 같은 젊고 쌩쌩
한 친구와 함께 지금까지 3년간 SAR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지진이 있으면 SAR연구 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사서, 그 친구에게 대부분 계
산을 맡기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 쓰촨지진과 파푸아뉴기니 같
은 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몇 개 일어났습니다. 이것들도 데이터를 얻어서 해
석을 하고 있습니다.(091005 측지학자 하시모토)

위의 측지학자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Geo-net과의 동맹에 흥미를 잃
고,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새로운 동맹을 맺음으로써 육
역관측기술위성(ALOS)에 탑재된 SAR의 지각변위 영상을 얻을 수 있
게 되었다. GPS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지각 변동까지 인공
위성의 레이더는 옮겨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층의 미끄러짐이나 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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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판의 침강과 같은 지각 변동을 재현하는 데 다른 측지학자들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진동 → 미소지진 → 강진동 → 지각변형의 관측으로 옮겨 가면서 새
로운 장치와 대상이 더해지고 있다. 새로운 대상이 새로운 목적에 종사
함으로써 지진이 재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기 다
른 실체들의 집단을 소집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차이가 지진의 목소리를 다중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옮겨 오기

여기서는 늘어나는 지진들을 계속 다루되, 지진의 관련 집단을 불러
모으기 위해 연구실 밖으로 장치와 연구자들이 파견되는 과정까지 함께
다룬다. 각각의 연구실들이 구축하고 있는 현장으로도 여행을 떠나며
서로 다른 지진들을 연행하는 집단들이 옮겨져 오는 과정에 초점을 맞
추어보자.

1) 집단을 찾아서

위에서 기술한 바 있는 도시사회공학자의 사면회의시스템은 ‘지역
문제로서의 지진’을 연행하는 새로운 집단을 소집하는 매개자로서 목소
리 없는 주민들을 토론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로 변형시키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종이 위에 기입된다.
기입된 목소리는 보고서에 삽입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제제기와 자발
적인 방재계획’으로 언급되며 멀리까지 옮겨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진학
자의 연구실에서처럼, 도시사회공학자의 현지에도 방문자들이 찾아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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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관련 집단들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단4) 일행이 치즈쵸(智頭町)의 쵸장실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치즈쵸의 주민들과 지역운동의 리더 데라타니, 교토시 슈하치학구자주
방재회의 간부들과 지역 리더 오오타, 나고야시의 볼런티어 단체 레스큐스탁
의 연구원, 네팔의 방재 연구자,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지역의 방재 연구자
들, 돗토리현 소방대원,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쵸장의 환영인사
와 답례가 이어지고 선물이 교환된 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요쵸(佐用
町)에서 태풍피해복구를 거들다가 온 나고야시의 볼런티어 단체의 활동가가
구호활동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했다. 청사를 나와서 마을 주민의 설명을 받
으며 치즈쵸의 마을 활성화 현장과 자연재해 위험요소들을 돌아보는 마을 걷
기를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강당으로 옮겨 가서 마을이 처할 수 있는 재난과
그에 대한 예방책이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연구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뒤섞여
몇 개의 팀으로 사면회의를 했다.(090817 스코틀랜드 방문단)

지진학자가 지진계의 성능을 방문자들에게 증명(demonstrate)함으
로써 관측점을 늘려 왔듯이, 도시사회공학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
제를 제기하며 방재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방문객들 앞에서 시위
(demonstrate)토록 함으로써 방문자들의 관심을 끈다. 지진학자에게나

도시사회 공학자에게나 방문객들은 증인(wittiness)의 역할을 하고 있
다.5)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방재를 위해 무엇을 했는
가보다는, 어떤 집단들이 도시사회공학자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
고 있는가에 있다. 첫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이 고립될 수 있지
만 그에 대처할 활력을 잃은 산간과소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
였다. 둘째, 대지진시에 며칠간 식수를 구할 수 없었던 고베시의 경험이
자신들에게도 반복될 것을 걱정하는 도시자주방재회의 간부들이 관심
을 갖고 모였다. 셋째,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구축하기 위해 학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볼런티어 단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넷째, 경제
4) 영국 스코틀랜드로부터의 방문단은 대학교수, 왕립방재협회 직원, 소방구조단원, 고등
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5) Barry(2001: 177-180)는 과학에서의 증명과 정치에서의 시위 모두 ‘공적인 장’에서
‘보여주기’(witness)라는 시각적, 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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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와 함께 방재시스템의 부재로 위험에 처해 있는 인도네시아, 네
팔 공동체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다.6)
이곳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아래로부
터의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와 방재의 연계를 강조하는
도시사회공학자의 제안이 여러 집단들의 관심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방문자들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집단들의 구성원 사이 혹은
집단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사면회의시스템이 사용되
었다는 점 역시 강조된다. 실제로 각 집단들이 행한 사면회의시스템의
도면들이 방문단과의 회의 장소에 전시(demonstration)되었다.
외부자인 연구자들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집단
들과의 소통과 조언을 원하는 지역 리더들과의 협력이 우선시된다. 따
라서 이 지점에서 회의 도구를 고안한 것도, 처음으로 지역과 연구실의
동맹을 제안한 것도 연구자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 운동의 리더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면회의 시스템과 같은 장치가 소개된다고 해서 사람
들이 도면 주변으로 스스로 모여들지는 않는다. 주민들과 도시사회공학
자들을 매개하는 또 다른 매개자가 필요한 것이다. 치즈쵸의 지역 활성
화 리더는 객지에 나갔다가 돌아온 고향의 침체된 분위기에 충격을 받
고 스스로 ‘삼나무 엽서’와 같은 지역적 특색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고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던 중에, 그는 도시사회공학자에게 찾
아가 마을에서의 강의를 부탁했다. 이를 계기로 1988년 이후로 21년간
조언을 받아 ‘0분의 1(1/0) 마을 활성화 운동’이나, 마을의 우체부가 우
편물을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 ‘해바라기 시스템’
6) 깔롱은 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관련 집단의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수집기
와 같은 장치들이 이들 집단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
직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매개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심 끌기’
(interessement)라고 부른다(Callon 1986).

146 비교문화연구 제18집 2호(2012)

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장치를 통해 소집되는 집단들은 일본 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지역 공동체에 더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이 더해질
수도 있다. 방문단을 초대한 도시사회공학자의 목적은 단순히 ‘시위’에
만 있지 않다. 방문단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보여주기’는 점차
‘참여’를 권유하는 웅변으로 변형된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어떻겠

습니까? 우리는 슈하치자주방재회와 치즈쵸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메라
피지역이라는 필드를 당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스코틀랜드의 필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필드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
체도 다른 지역의 공동체로부터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 자체
가 지역 간의 공동 학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행 자체가 과학이 될
것입니다.”라는 연설로 이 증명, 시위 혹은 전시의 모임이 끝났다.
도시사회공학자는 현지를 한 곳 더 늘리고 그의 제안에 첨부될 새로
운 집단을 하나 더 늘렸다. 지진의 수를 늘리며 수 싸움을 벌이는 지진
학자 및 측지학자와 마찬가지로, 도시사회공학자 역시 지역 현장의 목
소리를 내는 현지의 수를 늘림으로써 ‘지역 현장력’의 구축에서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연구소를 옮겨 가면서 지진과 관련된 집단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실에는 이 집단들의 목소리들이
옮겨 져 와 쌓여 있다. 도시사회공학자의 연구실에는 메모지들이 붙어
있는 사면회의의 도면들이 쌓여 있다. 행정정보공학자의 연구실에는 연
구회의 회의록이 출력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의 연구실에는 고
베대지진을 경험했던 공무원들과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면담한 녹음테
이프들이 쌓여 있다. 그리고 볼런티어 단체나 고립된 지역 주민들의 체
험을 담은 사례집과 민족지들도 꽂혀 있다. 심리학자의 장치는 인류학
자의 것과 유사하다. 그는 인류학자가 면담을 녹음하기 위해 가져간 엠
피쓰리 플레이어 겸용의 작은 디지털 녹음기의 성능과 기능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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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하지만, 그가 소집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민족지 연구와
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사례 7] 민족지적 현재와 내러티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면담은 고베대지진 이후 10년 정도 지난 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베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인 야마다 씨나 다나카 씨에
게 “그 당시 어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방식인 것이지요. 야마다 씨나 다나
카 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해 낸다고 해도, 그 10년 사이에 니
가타츄에츠앞바다지진도 일어나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지
진 피해지역에 지원이나 도움을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10년 전의 일
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생생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합해서 면담에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지라고 부르기보다는 면
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091020 심리학자 야모리)

면담을 통해서 대지진 피해자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재해 현장
에서의 공황의 체험으로 재규정되고, 면담자들은 ‘재해체험자 집단’이
라는 새로운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면담기록에 대한 심리학자의
언급을 통해 지진은 공황의 체험이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연행된다. 심
리학자는 피면담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동일하게 재현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체험자들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해서 재해시의 공황의 상황을 더 풍부하게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재해체험의 내러티브와 재해체험자 집단은 심리학
자가 제안하는 방재 내러티브의 소통이란 목적을 위해 동원된다. 따라
서 재해 체험의 내러티브는 방재담당 ‘전문가’ 공무원들과 ‘대중’ 지역
주민으로 나뉘는 집단의 구분 대신, ‘재해체험자 집단’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심리학자는 그의 동료들이 민족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연구와 자신의 연구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다. 동료 연구자 중에는 2004년에 일어난 니가타츄에츠앞바다지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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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역인 시오다니(塩谷) 마을에서 참여관찰을 오랫동안 해온 심리학자
도 있다. 5년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마을에서 직접 쌀농사를 지어서
심리학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들의 관심의 차이는 ‘재해 시 공황 체험자’
와 ‘피해복구지역 현장의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을 옮겨오고 있다.
심리학자는 내러티브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체험자의 면담만
이 아니라, 미체험자의 내러티브 역시 옮겨온다. 그래서 재해 체험의
목소리 뿐 아니라 재해를 체험하지 못한 지역과 세대의 목소리도 옮겨
온다.
[사례 8] 활단층 위의 초등학교
소형 지진계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기술직원들이 지진계와 오실
로스코프를 연결하고 있다. VCR
로 오실로스코프를 촬영토록 설치
한 다음, 대형 스크린에 그 영상이
비춰지도록 했다. 수업 시작 후,
지진학자가 핸드폰을 책상위에 올
려놓고 전화를 걸자 핸드폰의 진
동소리와 함께, 오실로스코프의
그래프가 요동을 치는 것이 스크
린에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그림 5> 초등학생들의 지진계 설치 실
습

‘와!’하고 탄성을 낸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진이 보이지요?”라고 지진학자
가 묻는다. 이번에는 책상 위에 아이들을 앉히고 다른 아이에게 책상을 살짝
두드리도록 한다. 책상 위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오실로스코
프의 그래프가 이번에도 작게 흔들렸다. 이어서 심리학자의 방재교육이 시작
되었다. 스크린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2008년부터 2년간 일어난 8천여 개의
지진들의 진앙이 비춰져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
고 있었지요?” 심리학자는 이 지진들을 아이들이 느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다. 물론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작은
지진들을 연구하는 것이, 큰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 필요
한 중요한 연구라는 점을 지진학자를 인용해서 말한다. 이어서 지진학자와 기
술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지진계를 설치하는 법을 조를 나누어 가르치기
시작했다.(091208 초등학교 지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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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후, 지진계와 연결된 기록기에 끼워져 있던 메모리카드를

아이들이 수거해서 지진학자의 연구실로 옮겨 왔다. 동시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메모리카드를 수거하면서 아이들이 작성한 체험담을 적은 공
책들이 심리학자의 연구실로 옮겨져 왔다. 지진학자가 있는 지진예지연
구센터에는 미소지진의 지진파형이 담겨 있는 메모리카드가 축적되고,
심리학자가 있는 거대재해연구센터에는 ‘지진미체험세대’의 지진계설
치 체험을 적은 공책들이 축적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 텍스트, 장소,
세계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심리학자의 보고서와 지진학자
의 보고서는 서로 다른 텍스트이다. 심리학자의 연구실과 지진학자의
연구실 역시 분리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로부터 옮겨오는
사물들 역시 서로 다른 지점으로부터 옮겨져 왔다. 지진계가 설치된 곳,
기록기에 삽입된 카드와 아이들이 강의를 받고 지진계 설치 체험을 적
은 공책은 구별되는 지점이다. 각 연구소의 장소들은 이렇게 구별되는
지점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텍스트와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두 연합에서 지진은 서로 다
른 장소, 사물, 사건들의 실천에서 연행되고 있다. 지진학자와 심리학자
는 초등학교에서 만나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집단들을 들여옴으
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행되는 지진을 구축하고 있다.
심리학자와의 면담 그리고 그의 현지를 통해서 인류학자는 다시 지
진학자를 만나게 되었다. 지진학자 역시 미소지진의 집단을 소집하기
위해서 관측점을 늘리는 데 많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진학자 뿐
아니라 관측점을 설치해야 하는 측지학자나 지자기학자들 역시 장소에
대한 협의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활단층 주변의 전기비저항
을 관측하는 지자기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
고 젊은이는 일터에 나가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도 누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일본의 사회구조와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집단을 소집하지 못하면 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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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는 없다.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정보제공자들’을 얻기보다는 그
들을 ‘정보제공자’가 되도록 협상하고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2) 다중 정체성

실체는 어느 장치에 의해 기입되는가에 따라서 그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과 소속 집단이 달라진다. 집단과 개인, 대상과 주체, 전체와 부분,
글로벌과 로컬의 ‘둘의 관계’로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설명할 수 없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개자의 차이에 의해 소속 집단과 정체성
이 달라지는 실체들은 ‘셋의 관계’로 뒤바뀐다.
도시사회공학자는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함으로써 참석한
증인들에게 행정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대 뒤쪽에서는 쵸장(町長)과 도시사회공학자
간의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온 방문단과 지역리더들
그리고 쵸장 및 공무원들이 모여 회식을 갖고 있는 중에, 주민들의 참여
가 더 적극적이 되었고 더 당당하게 발표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
며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때 쵸장이 농담을 꺼냈다. “데라타
니씨(지역 리더)는 오카다 선생(도시사회공학자)을 속이고 오카다 선생
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마을 사람들은 데라타니씨를 속이고…” 모두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웃고 있지만, 지역 리더인 데라타니씨만은 연구자
에게 절대로 아니라고 손을 흔들며 부인했다. 지자체장은 자신이 대표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하거나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경로를 우회해서, 도시사회공학자가 주도한
발표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행정
기관 이외의 경로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지자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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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에 참석한 다른 연구자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사회공학자는 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행정기관
을 움직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바텀-업의 사례’라
는 점을 강조한다. 주민들은 이때까지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고 행정절차 대신 발표회를 택했다. 마
을 주민의 대변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장과 도시사회공학자 간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연구에 협력을 해 주는 것일 뿐, 전적으로 도시
사회공학자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
은, 지역 주민의 삶 전체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에서만
큼은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매개자를 통해서 도시사회공학자에 의해
대변되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토시의 슈하치 자주방재단 간부들과 교토에 초대된 치즈쵸의 야
마사토지부의 주민들이 회식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당사자들이 이러한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슈하치나 야마사토처럼 ‘받아주
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카다 선생님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얻고
다른 곳에서 사람들도 불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우리 두 마을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니가타현에서 D선
생님도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들였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하
지 않아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으니까요.” 이해관계의 번역은 하나의
언어를 통해 다른 언어를 해석하는 문제일 뿐,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
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7) 주민들이 이러한 번역을
거부하면 연구자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으며 ‘주민-참가
형 방재’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7) Callon(1986)에 따르면, 번역은 폭력이나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권유, 상호 양보,
유인, 지지 그리고 동의 혹은 거절을 통해서 목소리가 변형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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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공무원들과 새로운 집단을 소집하고자하
는 연구자들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자주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면담을 통해 공무원들을 ‘전문가’가가 아닌 ‘재해체험자’ 집단으
로 만들었던 심리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무원들은 일본의 방재
라는 것은 프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민의 참여
가 중요하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은 해도, 본심(本音)으로는, ‘역시
방재는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하는 것으로, 주민이나 어린이들은 지시를
가만히 잘 듣는 쪽이 낫다’라는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계를 설치하고 메모리카드를 옮겨 온 아이들은 지진 재해로부
터 보호받아야 할 ‘대중’이 아니라, 지진계를 설치하고 기록카드를 옮겨
오면서 과학지식 생산에 관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지진계 설치와 기록카드 회수의 체험을 적은 공책을 옮겨 온 아이들은
간접체험을 통해서 방재교육을 받는 ‘재해비체험지역’, ‘재해비체험세
대’ 집단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로써, 어린이들의 역할, 어린이들이
종사하는 목적,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행위가 옮겨 가는 장소 등에서,
왜곡집중대 산간지역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의 정체성은 다중적으로 정
의된다.

3) 잡음 속의 목소리

지진계 설치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떠나는 기술직원들과 동행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연구소를 떠나기 전에 수많은 장비와 자재들이
연구소의 창고로부터 지프차에 실렸고 연구자가 앉을 자리가 비좁아졌
다. 연구자와 기술직원들은 시가호(滋賀湖) 서안 산속을 차로 달리며
평균 5Km의 간격으로 작은 지진계들을 설치할 곳을 찾아 다녔다. 지진
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지구가 발하는 수많은 다른 목소리
들과 미세한 지진의 목소리를 구별해 내야 한다. 이 구별을 위해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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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목소리들은 ‘노이즈’로 불리게 된다.
[사례 9] 산속 지진계
D-4 지점. 수평계를 지
진계 위에 올리고 지진계의
수평을 확인한 다음, 나침
반으로 방향을 맞추었다.
지진계를 스펀지로 에워싸
고 그 위를 다시 비닐로 둘
둘 말아서 싼 다음에 나뭇
잎과 약간의 흙으로 덮었
다. 빗물로 인한 지진계의
고장뿐만 아니라, 지진계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노

<그림 6> 지진계 위장

이즈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콘 대신, 지진계의 다리를 시멘트
로 고정시키는 작업도 더해졌다. 가벼운 신형 지진계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어서이다. 다음 D-5 지점의 지진계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이처럼 지진계가 설치된 지점마다 지진계가
지진동을 감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기술직원들은 기록해
두고 있다. 그래야 나중에 연구소로 옮겨져 온 파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이
즈가 무엇 때문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090805 지진계 설치․보수)

기술직원이 하는 작업은 지진의 목소리를 지진계에 연결시키는 동
시에 다른 목소리들은 지진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지진계는 개발
되는 과정에서부터 미세한 지진동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서 지진학자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온갖 진동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지진계가 다른 진동들로부터 격리되도록 정교한 연결과
단절의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풍화된 화강암 지역에는 흙 속에
지진계를 묻는다. GPS 안테나는 시멘트 축대 위나 나무 막대 위에 설치
해 동물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도로가 가까운 곳은 피한다. ‘지진동’과
‘노이즈’라는 정체성이 이 연결과 단절의 과정에서 부여된다. 지진동을

노이즈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 새 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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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소리도 연구소로 옮겨져 온다. 연구자는 도시사회공학자
를 따라 돗토리현의 산간지역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도시사회공학자 앞에서 어눌한 발음과 어색한 자세로 발표 예행연습을
시작했고, 도시사회공학자는 ‘마을 만들기’에서 ‘안전․안심 마을 만들
기’로 발표문의 내용을 수정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하는 방식에 서툴다. 기술직원들이 지진계
를 통해서 지진의 목소리와 ‘노이즈’를 단절하는 작업을 하듯이, 도시사
회공학자도 발표 예행연습을 통해서 주민들을 발표회장에서의 명료한
목소리와 연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눌함과 단절시킨다.
하지만 연결과 단절의 정치만으로는 지각의 진동과 주민의 명료한
목소리를 옮겨올 수 없다. 형식화(in-formation)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목소리가 운송될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지진학 연구실의 기술직원들의 작업으로 돌아가 보자.
[사례 10] 형식화와 운송
각 지점마다 지진계, 데이터 기록기, 정확한 시간기록을 위한 GPS 안테나
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이 지점으로 오는 길에 기술직원들은 ‘멧돼지나 쥐가
데이터 기록기에 연결된 GPS 안테나선을 갉아 먹어서 데이터의 시간기록이
누락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도착해서 보니 실제로
안테나선은 두 군데나 절단되어 있었고 한 기술직원이 절단면을 주의 깊게 살
펴보았다. “멧돼지네.” 기술직원들은 여분의 선을 가져와서 GPS 안테나를 다
시 연결했으나, 주위에 절벽이 있어서 데이터 기록기가 신호를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쥐가 싫어하는 성분으로 코팅 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데이터 기록
기를 넣고 다음 지점으로 향했다. 혼자 남은 박스 위에는 과학연구를 위한 연
구소의 장비임을 알리는 알림표가 붙어 있었다.(090805 지진계 설치․보수)

현장에서는 지진계뿐만 아니라 지진계에 전달되는 지진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장치들과 지진계가 단절되면
지진계는 고립된 기계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진동도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무의미한 전자신호일 뿐이다. 지진동은 GPS 시간이 기록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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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파일로 변형되어 기록됨으로써 더 먼 곳으로 더 이상의 변형 없이
옮겨질 수 있게 된다. 노이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작업에 더해서 지
진동을 변형시키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다.8)
과소지역 주민의 목소리 역시 이러한 형식화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마을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의 숙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의 서고에서
마을 사람들이 했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록물을 발견했다. “2009년
모월 모일 오전 5시, 한 겨울의 추운 아침, 아직 주변은 어둡고,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지진이 왔다.” 문서에는 도
시사회공학자가 이러한 상황을 설정했다는 점과 이 상황에서 마을 사람
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과제를 내 주었다는 설
명이 적혀 있다. 마을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한 피해상황
은 다음과 같다. “우리 고장의 계절이나 발생 시각에서 보면 화재가 발
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큰 길 옆 오래된 가옥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
급경사를 중심으로 절벽이 붕괴해서 절벽 밑에 있는 고바야시 씨의 가
옥이 매몰되거나, 지형 상 터널이 많은 도로의 토사가 무너져서 함몰되
거나 급행열차가 끊길 것이어서 거의 외부와의 통행이 차단될 것이다.
적어도 며칠간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도시사회공학자가 한 일은 지진으로 인해서 마을이 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형식화 도
구를 제시함으로써 마을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이 처할 문제들을 찾아내
고 그 결과를 스스로 문서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사회공학자
는 마을이 처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
히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에 처할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진 시 과소화가 진행된
8) ‘불변 가동물'(Latour 1987: 227)은 대상의 변형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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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간 마을이 어떤 혼란
에 직면하게 될지에 대한
진단은 이처럼 양쪽의 협력
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연구자는 사람과 사물
의 목소리 추출작업을 따라
가는 중에 많은 사물들이
현지로 함께 운반되고 있다

<그림 7> 기술직원, 자동차, 화물

는 것을 알게 된다. 연구자
가 지프차에서 좁은 자리 밖에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 사물들과
자리를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다. 연결의 연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
해서 기술직원의 지프차는 시멘트 포대와 방위기구 및 수평기구, 전류
측정기, 여분의 전선, 방수포, 삽과 곡괭이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자질
구레한 기구와 장비들 그리고 기술직원들의 작업이 지진계를 통해 지진
동을 추출하는 실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시사회공
학자는 작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인류학자와 함께 단 둘이 기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마을 사람들의 발표
원고를 받아 두었으며 전화로 발표회에 외부 참관인으로 누가 올 것인
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 해 두었다. 물론 생생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류학자와 공감하는 대화를 이끌며 기차에서의 시간을 보냈다.
도시사회공학자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데 수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동반하고 있다.
목소리들을 옮겨 오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
진 관계와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들 간의 매개를
매시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진계 자체와 데이터 기록기가 스스로 작
동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갈아 끼거나 기록으로 가득 찬 메모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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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것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또한 다른 기술직원들과의 작업의 연속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프차 안에는 다양한 문서형식들도 함께 운반된다.
모든 작업들은 기술직원이 가져온 각종 문서와 장비에 계속 기록됨으로
써 연구소의 지진학자들과 관측점의 기술직원 간, 그리고 새로운 기술
직원 간에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여기까지의 전개로 보아서 지진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목
소리의 운송도 유지보수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공학자와 마을의 간부, 그리고 지역리더 간의 대화는 참여하는 주민들
이 내부로부터의 비판을 극복하고 문제제기와 그 문제해결 모두에서 동
기를 갖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마을 간부가 직접 사냥한 멧돼지
요리를 먹고 난 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사례 11] 마을과 자기 만들기
공학자: 일부 마을 분들의 비판은 여러분들이 뭔가 했다는 것, 뭔가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마을 간부: 사실, 그런 것 해서 뭐하느냐는 분들 때문에 힘이 빠지기는 합
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의혹을 갖거나 비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
회처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
이 문제가 뭔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리더: 자기 역할 혹은 입장을 고수하는데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그게 일본의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마을 만들기’(町づくり) 이전에 ‘자기 만들기’(自分作り)부터
해야 하는 거지요.(090228 마을 공민관에서의 대화)

도시사회공학자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나
스스로의 시도에 대한 의심과 단절시키고 시뮬레이션이나 공적 장소에
서의 발표회와 연결시킴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
고 있다. 특히 지역 활성화의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도시사회공학자가
마을에 없더라도 일상에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제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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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격려할 수 있다. 도시사회공학자가 구축한 네트워크의 바로 밖에는
그가 구축한 집단의 행위자들이 갖는 정체성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
고 있는 행위자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술직원들은 무엇을 갖고 연구소로 돌아오는가? 지진계와
로그파일의 메모리카드이다. 이 메모리카드가 연구소로 이송됨으로써
지진동은 시가호 서안에서 교토부의 우지시에 있는 연구소로 이동할 수
있다. 지진동은 지진계에 의해 포착되고 기록기에 의해 로그파일로 변
형되어서 안전하게 원래 장소로부터 멀리까지 옮겨진다. 이렇게 옮겨
온 로그파일을 통해서 연구소의 지진학자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멀리
여러 곳에서 일어난 미세한 지진동을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된다. 며칠
후, 연구자가 찾아 간 곳은 기술직원들이 가져온 메모리카드들이 옮겨
온 지진학자의 연구실이다.
[사례 12] 이게 지진이네요.
지진학자가 지진파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메모리카드 내에 저장된 파일 목
록들을 불러냈다. 파일의 앞 번호가 데이터 기록장치의 번호이고 그 뒤 숫자
들이 기록 일시이며, 각 파일들은 1분 동안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지진학자
가 파일 하나를 실행시키자 노트북 화면에 파형 그래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런 흔들림도 없는 잔잔한 파형이 이어지다가 어떤 파일에서 심하게 위아
래로 흔들린 파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노이즈고.” 몇 군데의 위아래
로 들쑥날쑥한 그래프를 그냥 넘기다가 멈춰 선다. “이게 지진이네요.”하며
지진학자가 가리킨다.(090901 지진학자의 연구실)

드디어, 인류학자는 지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는 지진
파형을 노트북 화면 위에서 지진학자의 지시에 따라 보았다. “이게 지진
이네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때까지 연구자가 기술해 왔던 수많은
사물, 장소, 사건이 잊혀 진다. 그 ‘지진’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노트북
스크린 위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잊혀 진다. 메모리카드가 어디서 왔는
지, 그 메모리카드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잡동사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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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 진다. 또한 멧돼지와 쥐 그리고 빗물과 절벽과 싸우던 기술직원들
도 잊혀 진다. 기술직원들이 기록해둔 수많은 문서들과 2년마다 다른
연구소의 기술실로 보내는 순환시스템이나 지진계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급되는 연구비 역시 숨겨진다. 이렇게 얻은 노트북 화면 위의 지진동
은 계산을 통해서 지진학자의 보고서와 보고서 속에 진원 분포도로 삽
입된다. 문헌에서 지진파 그래프는 그때부터 지진 그 자체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이게 지진이네요”라는 말은 이러한 숨겨진 배경 없이는 있
을 수 없는 전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도시사회공학자가 마련한 무대로 옮겨가 보자. 그는 문제
를 공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도록 격려하고 이들
을 지켜보는 참관인들을 발표회장으로 불러들인다. 돗토리현의 공무원,
쵸장, 농촌공학 연구원, 히로시마현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물론, 한국의
대학교에서 방문한 ‘인류학자’도 자리를 함께 한다는 소개도 이어졌다.
이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과소지역 주민
들의 문제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도시사회공학자의 제안
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 참석했다. 공무원은 자신의 관할 구역의 주민들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농촌공학연구소의 연구원은 농촌
문제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히로시마현의 주민
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마을 활성화
사례를 얻을 수 있다.
사면회의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표자 주민은 “인프라
를 변화시키니, 저의 생활 세계가 변했습니다.”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
다. 고령화와 독거세대의 증가로, 공민관(公民館)이나 재산구(財産區),
사협(社協) 등으로 이루어져 왔던 횡적인 연대와 모임의 장이 부족해졌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빈집이 늘고 있지만, 주민감정과 관례상 외부로
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
었다. 지진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진과 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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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부될 수 있는 과소화된 산간 마을의 문제들이 끄집어내지고 있다.
이로써 발표자와 참관인 사이에서 도시사회공학자의 개입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주민의 목소리’만 드러나게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입
장에서 일상적으로 고민되는 복지, 건강, 위생, 교육, 환경, 교통의 문제
가 재난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도시사회공학자의 제
안들이 공적인 현장에서 주민들에 의해 직접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도시사회공학자의 보고서 속 ‘지역
활성화’의 사례로 삽입된다.
지구로부터 연구소로 옮겨져 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여정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이 목소리들의 모임, 즉 일종의 공회당(公會堂)의 모
습을 하고 있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구성하는 목소리들이 거칠게 그 경계를 드러내며 모여 있는 곳이다.

3. 지진의 아상블라주: 관여와 비관여

2009년 8월 11일 새벽에 일어난 스루가만앞바다지진(駿河湾沖地

震)(M6.5)은 도카이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는 시즈오카현 앞바다
에서 일어났다. 뉴스에서는 일본 명절인 ‘오봉’(お盆, 8월 15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지진으로 인해 통행량이 많은 도쿄와 고베를 잇는 고속도
로가 끊겼다는 점, 그리고 도카이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역과 비슷
한 지역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날 아침 관측소에 함께 방문하기로 약
속한 지진학자가 지진예지연락회에 급하게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
자는 관측소 대신 강진동 연구실을 방문했다. 강진동 연구자는 스루가
만앞바다지진에 대한 강진동과 지진조기속보 보고서를 인쇄해 주었다.
다음 날, 방재연구소의 홈페이지의 돌발재해보고서에 동일한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른 연구실들이 게재한 여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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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들이 ‘스루가만앞바다지진 해석보고’라는 제목 하에 함께 덧붙임
되어 있다. 게재된 보고서들은, 강진동의 파형과 가속도 분포, 신축계로
측정된 지각 변형 그래프, 미소지진계의 지진파그래프, 지반공학자들의
산사태 현지조사,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신문기사들의 추이이다. 스루
가만앞바다지진의 피해는 도쿄시와 고베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부분적
붕괴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지진에 관심을 갖는 연구실들은 주로 지진
학, 강진동 연구, 지반공학, 그리고 정보공학의 연구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9)
이러한 연구실들의 관여와 비관여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
나의 지진을 계기로 소집되는 연합들과 그 연합을 통해 운반되어온 그
래프들과 이미지들이 지진마다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각 지진
들은 단순히 일어난 시간, 진앙, 규모와 진도로서가 아니라 연구자가
이제까지 추적해 왔던 서로 다른 연결망을 통해 연구소로 들어와 가공
된 이미지들의 모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 모임을 ‘지진의
아상블라주(assemblage)’라고 부르기로 한다. 돌발재해보고서의 ‘스루
가만앞바다지진의 해석’이라는 보고서는 이러한 연합들을 통해 생산된
재현들이 하나의 보고서에 덧붙여진 결과물인 것이다.
각각의 이미지가 보고서에 오르기 위해서 그 뒤에 수많은 사물과
장소와 사건들이 배경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 다른 지진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연합 혹은 네트워크들의 관여
와 비관여의 차이에 따라 지진을 구성하는 그래프, 이미지, 사진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7년 7월 16일의 니가타츄에츠지진(MJ6.8)은 여섯 곳의 연구실

로부터 보고서가 게재되었다. 스루가만앞바다지진과 비교해서 첨부된
보고서들의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고서를 게재한 연구실의 차
9) ‘돌발재해조사보고서’는 http://www.dpri.kyoto-u.ac.jp/web_j/saigai/disaster_report.html
에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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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 관여된 연합들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강진동에
대한 분석, 도로의 피해, 건축물들의 붕괴, 산사태와 지반침하, 항구의
액상화가 지진의 아상블라주를 구성하고 있다. 스루가만앞바다지진과
니가타츄에츠지진의 차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진앙, 규모, 진도의 차이
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에 첨부된 이미지들의 차이만큼 두 지진은
다르다.
단순히 피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진을 구성하는 연합 혹은 네트
워크의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구를 연구소로
옮겨오는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과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의 지진의 차이
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쓰촨성지진(Mw7.9)은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실로부터 보고서가 게
재되었다. 이 지진의 보고서는 일본 내에 구축된 아홉 곳의 신축계 그래
프 보고서, 인공위성에 탑재된 SAR의 간섭 영상, Hi-net의 지진파그래
프, 지표에서의 산란파가 기록된 F-net의 지진파그래프, 인터넷 포털의
뉴스의 추이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돌발재해보고서와는 별도로, 심리학자의 현지조사보고서 역시 방재연
구소 내에서 발행되는 책자에 실렸다. 주민들의 공황 체험에 대한 면담
과 지방정부의 복구계획과 근대적 신도시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보고서
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1월 13일의 아이티지진(M7.0)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곳의 연구실에서 두 건의
보고서만 게재되었다. SAR의 간섭영상의 지각 변위에 대한 분석과 인
터넷 포털에서의 지진에 대한 기사의 추이 보고서이다. 반면, 지진관측
망은 아이티지진으로부터 어떠한 실체도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서가 게재되지 못했다. 측지학자는 지진의 수를 늘렸지만, 지진학자는
다른 국가의 연구소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이 구축한 동맹을 통해서 어떤 재현도 할 수 없었다. 쓰촨성
지진과 아이티지진의 차이는 지진의 규모와 피해의 규모에 의해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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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연구자들, 현지, 집단, 유지보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연장되고 또 방재연구소가 보유한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가
에 따라서 지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수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실들이 구축한 거의 모든 연합이 소집된 지진도 있다. 2011년
3월 11일 동북부태평양앞바다지진(M9.0, 동일본대진재)은 현재까지 방

재연구소에서 구축한 연결망들 거의 모두가 관여함으로써 보고서의 수
가 가장 많은 대상 및 집단들로 구성된 지진이 되었다. GPS 관측, SAR
영상, K-net의 강진동, F-net의 산란파, Hi-net을 통한 여진활동기록과
화산 주변의 진원 분포의 추이, 신축계의 변위 그래프, 도로 및 고가도로
의 피해상황, 진도에 따른 건축물 붕괴, 인터넷 포털 뉴스의 추이, 피해
지역 공동체의 현지조사, 강수량와 산사태의 관련, 도쿄 항만에서 관측
된 장주기지진동, 주택가의 지반침하, 해안 부두의 액상화, 쓰나미 발생
시의 조수 높이 변화, 그리고 쓰나미 피해지역의 분포가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상태나 공동체 주민들의 체험 역시 작성
중에 있다. 동북부태평양앞바다지진에서는 1995년 고베대지진이 일어
난 이후, 방재연구소의 연구실들이 구축해 온 연합들이 거의 모두 동원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진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즉각적으로 보고서가 게재되지 않는 수많은 지진들이 있다.
하루에도 수 번, 수십 번 일어나고 있는 미소지진들은 방재과학기술연
구소의 고감도지진관측망이나 방재연구소의 미소지진 관측망을 통해
기록되기는 하지만, 연구소의 돌발재해 보고서에는 제출되지 않는다.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는 수많은 지진들이 단지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Hi-ne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거나 방재연구소의 지진예지센터의 데이

터베이스실에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지진에 대한 관심은
미소지진 연구자의 연구실에 머문다.
돌발재해보고서는 지진 발생 이후 즉시 올라오는 보고서들로 이루
어진다. 하지만, 곧바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없는 연구실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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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에서 더 정확한 현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자료들의 분석에 시간
이 걸리는 경우, 돌발재해보고서가 아닌 더 풍부한 내용의 보고서를 통
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다. 특히 심리학 연구실이나 도시사회공
학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와 문헌들을 훨씬 후에 생산한다는 점에
서 지진을 구성하는 모임에 뒤늦게 가담하게 된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
에서 공동체가 피해를 입거나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매우 큰 지진 재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 그만큼
보고서가 작성되는 빈도가 낮다. 2004년 니가타츄에츠지진의 피해지역
에서 민족지 연구를 하고 있는 심리학자의 보고서나, 1995년 고베지진
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공황상태를 면담한 보고서들은 몇 년
후에나 지진의 일부로 덧붙여졌다. 동북부태평양앞바다지진은 여전히
그 보고서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쟁점이 부각된다면, 새로
운 목소리들이 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장치와 연구자들 그리
고 연구실, 현지, 집단들의 연합이 새로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합
을 통해서 옮겨 져 온 목소리가 이 지진의 아상블라주에 추가될 것이다.
위에서 각각의 연합, 동맹, 네트워크가 여러 장소들로 연결되어 있
음을 보았다. 지진계들은 설치 장소가 필요하다. 지진파 그래프는 장소
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 현지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개입을 받아
들이는 지역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연합들은 철저히 국
지적인 장소들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 연합들
은 서로 다른 지역적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진들의 보고
서가 게재될 때마다 각 지진은 서로 다른 지리적인 범위를 보이는 순환
경로 혹은 네트워크를 동원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지진은 단순히
보고서에서만이 아니라, 보고서의 이미지들을 옮겨오기 위해 구축된 미
소지진의 관측점들, 강진동 관측망들, 인공위성의 궤도, 산간인구과소지
역, 도시자주방재단, 도로, 전선, 상수도와 같은 라이프라인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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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개별적인 지진이 보고서에 게재될 때마다 연구소의 안팎을 순환하
는 장치들과 정보들 그리고 이들이 생산되는 현지와 이들을 이동시키는
도관들이 수시로 순환 경로의 수와 그 지리적 범위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로 실체들이 옮겨져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네
트워크들마다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각 지진의 구성이 완결되는 시점
역시 유동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진에 따라서 아상
블라주는 달리 구성된다. 이 유동적 아상블라주들은 “유체 공간”(fluid
space)(Mol & Law 1994) 혹은 “플라즈마”(Latour 2005: 241)로 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진의 정체(正體)는 유체(流體)이다’라는 모순적인
말로 지진을 재현할 수 있다. 장치를 통해서 옮겨 져온 사물들의 집합이
며, 이들을 옮기기 위해 연결된 장소들이고, 관여와 비관여를 통해서
수시로 바뀌는 집단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아상블라주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아상블라주는 그려지거
나 조각된 것이 아닌 긁어모은 잡다한 것으로 구성된 작품을 말한다.
아상블라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자연물 또는 공업제품처럼 예술적
목적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진 물건들이다. 그래서 대리석이나
청동보다 플라스틱·유리·철·강철 등 공업적으로 생산된 재료들이 선호
된다. 아상블라주로서의 지진은 비객관적인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객관
적 대상이 아니다. 하나의 객관적 덩어리로 주조된 소조 작품도 아니다.
잡다한 것들을 비틀고 자르고 용접해서 만들어진 지진의 아상블라주는
객관적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다. 지진은 객관적 대상 혹은 ‘덩어리’가
아닌 것이다. 아상블라주와 비슷한 말로, 조립(assembly)과 의회
(assembly)라는 비대칭적인 용어들이 있다. 연구자는 아상블라주
(assemblage)라는 미술에서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물도 사람도 지

진의 연행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대칭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
다. 지진이 존재하는 공간은 완성품 혹은 블랙박스처럼 고정된 기계를
166 비교문화연구 제18집 2호(2012)

전제하는 조립이 아니다. 원형 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 속에 제도화되어
사람들만 모이는 의회도 아니다. 아상블라주는 각각의 계기마다 관심
있는 행위자들이 소집되는 비제도적이고 비고정적인 모임들이라는 점
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용어이다.

4. 결론: 국지적 지구들의 지정학

도시사회공학자는 자신의 ‘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돗토리현의
산간과소지역, 교토시의 자주방재회, 나고야시의 볼런티어단체, 인도네
시아 메라피 화산의 주민들, 네팔 고산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
다. 그와 연결된 집단들은 ‘글로벌’하다. 그의 글로벌한 연합에 앞으로
스코틀랜드의 지역 공동체가 더해질 것이다. 지진학자는 긴키지역 뿐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고감도 지진계를 설치해서 판 내부의 하부지각
에서 일어나는 미소지진을 연구소로 옮겨오고 있다. 지자기학자는 돗토
리현 서부와 터키의 아나톨리아 단층대에 지자기계를 설치하고 비저항
구조를 옮겨 온다. 측지학자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를 통
해서 파푸아뉴기니와 서사모아의 지각 변동을 옮겨 온다. 이들의 동맹
역시 ‘글로벌’하다. 한편, 또 다른 용례의 ‘지구’가 있다. 지구물리학자
로도 불리는 지진학자, 측지학자, 지자기학자의 공통된 대상은 ‘지구’이
다. 이들은 핵, 맨틀, 판, 활단층, 기반, 퇴적층, 건물 기초, 도시환경,
전리층 등의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로서의 ‘지구’를 연행할 수 있다. 지
구물리학 교과서에는 내핵, 외핵, 맨틀, 지각, 대기로 층을 이루고 있는
지구와 그 지구의 층들에서 굴절하며 전파되는 지진파의 속도구조가 그
려져 있다. 방재연구소에는 자신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지구’라고 주장
하는 연구실들로 가득 차 있다. 앞의 국경을 넘는 ‘글로벌'(global)의
지구와 뒤의 부분의 합으로서의 ‘어스’(Earth)의 지구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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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지구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을, 뒤의 지구는 전체/부분의 이
분법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선험적인
이분법들은 어떠한 경험적인 대답도 내놓지 못한다. ‘글로벌’과 ‘로컬’
의 이분법이 지진의 아상블라주에서도 가능한가? 국지적인 것들이 모여
서 혹은 그 중 하나가 확장되면 글로벌을 이루는가? 전체는 부분의 합인
가? 글로벌한 것이 국지적인 것에 스며들거나 확산되는가? 이 선험적인
이분법을 제거하고, 연구자가 추적해 온 연합들과 지진의 아상블라주가
위치하고 있는 실천을 고려한다면, ‘글로벌’과 ‘어스’는 국지적인 실천
속에서 연행되는 대상에 붙여진 대변인들의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알게 된다. 인류학자가 추적해온 네트워크에서는 두 ‘지구’ 모두 국
지적이다.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구’들은 여러 장소들의 연결을 통해
서 사물들이 매개 장치들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 국지적인 실천 속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10) 지진학자의 지구는 지진계가
설치된 곳까지이다. 측지학자의 지구는 인공위성까지이다. 도시사회공
학자의 지구는 현지조사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 지역들까지이다. 그들
이 아무리 ‘전 지구적’이라는 혹은 ‘지구행성’이라는 언급을 한다고 해
도, 그 언급조차도 이미지, 장소, 집단들의 국지적인 실천 속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장치들과 언급과 같은 매개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시
사회공학자가 세계전도 위에 자신의 현지가 위치한 지점을 찍어두어도,
지진학자가 지구내부구조도를 들고 지진파가 그 안에서 전파된다고 하
더라도 이 모든 행위 자체는 연구소의 한 장소에서 슬라이드 혹은 작은
종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손짓과 말을 통해서 벌어지는 재현일 뿐이라
는 것이 명확해진다.
글로벌을 로컬 앞에 두는 조어 방식의 습성에서 벗어나, 로컬을 글
10) 각 연구실들이 동맹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지구’들은 모두 하나의 “기술-경관”
(techno-scape)에 지나지 않는다(Barry 2006). 기술을 통해 연결된 장소들로 이루어
진 국지적인 네트워크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global assemblage”
(Ong & Collier 2005)에서 ‘global'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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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앞에 놓아보자. 어떠한 ‘지구’들도 국지적이다. 또한 어떠한 국지
적인 것들도 화자들 간의 동의에 이르기만 한다면 ‘지구’를 재현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 그려지는 지구들은 장치라는 매개를 통해 국지적인
스크린, 종이, 그래프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실천 속에서 지구는
매개자들의 연결만큼만 ‘지구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구’의 국지성을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 국지적인 지구들 간의 정

치를 돌아보게 된다. 이 아상블라주에서는 하나의 지구가 다른 지구들
을 압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지구들과 공시간의 거친 경계를 맞대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현지를 구축하고 그곳으로부터 지역주
민의 목소리를 옮겨오는 도시사회공학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지진을 옮겨오는 측지학자 앞에서는 국지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서
로 다른 지구를 주장하는 국지적인 진영들로 공존하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지진학이 지진을 대변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제국지배체제가 아
니라, 세력균형을 이루거나 그 균형이 깨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연구실의 국지적 지구들 간의 정치가 펼쳐진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만 있다면 지진을 구성하는 정치의 행위자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 심리학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공황의 체험’이
순환할 수 있는 재해체험집단들과 재해미체험집단들로 이루어진다. ‘지
구적인’ 현상으로서의 재해시의 공황 체험을 구축하기 위해 독일과 미
국으로부터 몇몇 면담자 집단을 소집 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면담할 수도 없으며, 활단
층이나 고층빌딩과는 더더욱 면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의 아상블라주에 새롭게 등장한 ‘공황 체험’의 네트워크로서 ‘지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국지적 지구들의 정치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국제정치학
이 선점한 용어인 ‘지정학’을 단순히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변수가 되는
정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구’들을 주장하는 국지적인 네트워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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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치라고 재규정 해보자. 지진의 아상블라주가 국지성들의 정치학
으로서의 ‘지정학’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국지적인 지구를
재현 혹은 대표하기 위해서 국지적인 장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집단들
을 소집하는 시도가 지진의 아상블라주에 추가됨으로써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사물들, 집단들을 이 지진의 지정학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기술한 것은 지진예지를 중심으로 구
축된 지진학자의 네트워크와 행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뉴얼 중심의 네
트워크의 이분법에 도전해 온 새로운 연합들이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강진동 연구자, 측지학자, 토목환경공학자, 건축학자, 정보공학
자, 도시사회공학자, 심리학자가 구축한 지진의 공시간들이 더해지면서
이 국지적 지구들의 지정학이 활성화 되었다. 과학과 정치 ‘양 극단’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집단들이 보이기 시작
한다. 지진예지의 활단층 대신 지표면의 강진동의 목소리에 힘이 부여
되었다. 행정기관의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지역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참여에 힘이 부여되었다. 재해미체험자에게도 지진과 관련해서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구축되었다. 그럼으로써 ‘보편적 지구’, 하나의
원리로만 환원되는 ‘지구화’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와 집단과 사물로
구성된 새로운 국지적 지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 개방된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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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th into Center:
Geopolitics and Representation of Earthquakes in Japanese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Lee, Kang-Won*11)

This paper attempts to highlight the locality and multiplicity of
scientific objects through tracing the process through wich earthquakes
are constructed in the practice of Japanese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cholars have agreed that
objects are internally constructed through mediators that connect a
number of sites, things, and events. It is therefore not very surprising
that earthquakes have been composed of mediators including the
tacit knowledge of researchers, instruments, fields, consultation
procedures and various stakeholders, and do not exist as external
entities merely ‘waiting to be discovered’ by researchers. While
revealing that earthquakes reported by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centers in Japan are the results of processes that articulate new
visualization technologies, emergent groups and identities, this article
also pays attention to the complicated effects of different ways of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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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both ‘the global’ as an
emergent social unit and ‘the earth’ as a natural unity are enacted
in lo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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