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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Newswire> “인도의 워터맨” 라젠드라 싱, 2015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스톡홀름 2015년 3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인도의 수자원 관리 선구자 라젠드라
싱 (Rajendra Singh)이 혁신적인 수원 복구 사업으로 인도 농촌지역의 수자원 안보를
개선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됐다.
1959년에 태어난 라젠다 싱은 인도 라자스탄 주 출신이다. 그의 평생의 사업이 거둔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가 이끄는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여러 개의 강을 되살리고, 천 여 곳의 마을에 수자원과 생활 자원을 복구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라젠다 싱은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소식에 “매우 고무적이고 힘을 북돋우며, 영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우리는 빗물 모으기라는 인도 전통의 지혜를 통해 무력하고, 버림받고,
빈곤하고, 결핍된 마을들이 다시 번성하고 건강을 되찾도록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소감에서 “오늘날 물 문제는 과학이나 기술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라젠다 싱은 평생 동안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했다. 지역 주민 참여, 여성의 지위 향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슬기에
현대 과학 기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라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의 토그니 홀름그랜 (Torgny Holmgren)은 “라젠드라 싱은
희망의 등불”이라며 “그는 문자 그대로 죽어가는 마을들을 살려냈다. 현 세대가 죽기 전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려면 그의 교훈과 실천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라젠드라 싱이 사용한 방법은 빗물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을 현대화한
것이다. 이 방식은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 소실되어다가 이제는 라젠다 싱의 혁신을 통해
인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의 수자원을 되살려 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근래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기상 현상을 불규칙하게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가뭄과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빗물 모으기를 통한 수자원 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기상 변화에 대처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라젠다 싱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홍수는 물론 가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서, 빗물 모으기의 효과가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각 마을 차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의 시상식은2015 세계 물 주간 중 8월 26일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리는 왕립 만찬 전에 거행된다. 이 상의 공식 후원자인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라젠다 싱에게 직접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와 수상자 및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siwi.org/swp2015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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