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dra Postel, 2021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 담수 분야의 사상적 리더에게 수여  

스톡홀름, 2021년 3월 22일 /PRNewswire/ -- Sandra Postel이 복잡한 물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 일조한 

우수한 업무를 인정받아 2021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Stockholm Water Prize 2021)를 수상한다. 그녀는 

저자이자 교육자로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일부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Sandra Postel은 국제 물 문제에 관한 굴지의 권위자이자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는 저자 및 전달자다. 그녀는 담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고무적/혁신적/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했고,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경력 전반에 걸쳐 자신의 저서, 논문 및 강의를 통해 복잡한 물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복잡한 물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상 소식을 들은 Postel은 "이 상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물은 삶의 기본이지만, 물의 

양은 한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담수 생태계의 번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류의 물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문제다. 담수 생태계는 인류가 속한 생명망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심사위원단은 표창장에서 "Sandra Postel은 세계 굴지의 물 부족 권위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물 전달자 겸 교육자 중 한 명"이라며 "광범위하고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녀만큼 큰 열정과 

역량, 용기 및 끈기를 보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가 해온 일은 물 위기에 대해 대중과 전문가 모두의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의 소장 토그니 홀름그랜(Torgny 

Holmgren)은 "Sandra Postel은 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인류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Sandra Postel은 세계 물 정책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그녀는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해 Replenish: The Virtuous 

Cycle of Water and Prosperity 등 여러 권의 획기적인 책을 저술했다. 1992년에 나온 그녀의 책 'Last Oasis'는 8개 

국어로 출판됐다. 2009~2015년에는 미국지리학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 담수 연구원으로 일했다.  

SIWI는 스웨덴 왕립과학원과 공동으로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수여한다.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 

중 8월 25일에 칼 16세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이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와 사진은 웹사이트 www.siwi.org/prizes를 참조한다. 

출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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