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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호o n t e n t s

RI 회장 메시지

球 환경보전에 앞장서 나아가자

로타리 인사이더

인도 소아마비 박멸을 향한 전진
재단관리위원장의 생각

The Rotarian 와 로타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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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칼럼

동기부여로 생동감 넘치는 클럽 만들자

국제로타리 이사회 결정 사항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물 길러 가는 우간다의 소녀

전세계 11억 명 안전한 식수 부족.

26억 명 기본 위생 시설 미비. 

연간 6,000명 수인성 질환으로 사망.

국제로타리수자원 리소스그룹은

모든 로타리안들이 지역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물파주기 사업 등에 동참하기를 권장한다.

사진 제공: 박경배(기아 책/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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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우물 파주기 사업

THE ROTARY KOREATHE ROTARY KOREA

우간다의 한 어린이가 물통을 지고

맨발로 몇 십리를 걸어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우간다의 한 어린이가 물통을 지고

맨발로 몇 십리를 걸어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국제로타리
우물 파주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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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보전

몽골 나무심기부터 태양열 오븐까지

환경 친화적인 주회 만들기

타지키스탄의 마실 수 없는 물

RWMP 빛을 발하다

국제로타리 公

잡지, 관공서에 비치해 로타리 홍보

‘로타리코리아 문화상’제정

제18회 전국 클럽주보 콘테스트 본선

∙金 클럽 수상 소감

심사총평/ 로타리 활동의 기초자료‘ ’
지구 예선 통과 클럽

솔트레이크시티 퀴즈

클럽주회 찾는 10가지 비법

Editor's 칼럼 ⑨

봉사의 테크닉

GSE 보고

인도의 향기
이 사람

청소년교환 61명 배출한 基 위원장

이 한 권의 책

샨사의‘바둑 두는 여자’

3670지구 PHS 창립
지역 로타리 봉사 상 - 3670ㆍ3680ㆍ원주중앙RC 

建 차차기 RI 회장 클럽주회 메이크업

간노 다리오 방한 환 회

農 자매결연 - 진보+성남희망, 경주선덕+성남은행

로타리 스피치

리더십과 윤리

곁에서 본 이동건 차차기 회장

‘ 인사법’

‘목도리女’알고보니 로타리안의 자녀

오케스트라의 조화와 로타리즘과의 만남

사회봉사

뜨거운 한센인 사랑 - 신포항RC

필리핀에 기술학교 건립 - 신갈RC

국제봉사

캄보디아에서 의료 진료, 구호활동 - 중원RC

2009 서울 국제 회 의무분담금 안내

2006~07년도 존9 지구 회 일정

몽골 방풍림 식목행사에 참여합시다!

33774400지지구구 지지구구 회회

2006~07 존9 홍보위원장 워크숍

효율적인 홍보로 로타리의 빛을 발하자

칼럼

로타리코리아를 세계 최고의 지역잡지로

‖로타리 잡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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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9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인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세상의 지붕 위에 있는 나라

(country on the roof of the world)’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로타리안들이 만든 물 공급 시스템
덕분에 휠씬 풍성해진 채소 수확물을

팔러 시장으로 향하는 가족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늙은 수부의 노래’는

모를 지 모르지만 마실 수 없는 물에

둘러싸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안다.

WATER
WATER
물, 물,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물
타지키스탄에 있는 900년 된 사요드(Sayod) 마을

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으며 거 한 빙하로

둘러싸여 있다. 이 빙하에서 아주 많은 눈이 녹아

강으로 흘러 내리고 있어 타지키스탄은 인구당 수

자원 비율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Bettina Kozlowski/ RI 인터내셔널 에디터
사진∙Michal Fidler

RI 記

52지정기사=물  2007.3.29 11:2 AM  페이지52



년 전만 해도 사요드는 척
박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마을이었다. 640여 명의
주민들은 사람과 가축, 땅

에 줄 깨끗한 물이라고는 없는 고
도(高 )의 계곡 지역에 살고 있는
수 만 명의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여자들은 때
로 당나귀를 앞세우기도 하면서 매
일 산에 올라가 수질을 믿을 수 없
는 시냇물을 길어왔다. 여름이면
개울은 말라붙곤 했다. 몇몇 주민
들은 마을 길바닥에 고인 웅덩이에
서 빗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 물에
는 근처 밭에서 나온 비료와 가축
의 배설물이 섞여 있었고 복통을
유발하거나 장티푸스, A형 간염까

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세균이
있었다.

사요드와 타지키스탄이 항상 이
랬던 것은 아니다. 1929년에서
1991년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화국 연방에 속했던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 연방의 규모 수자원 기
술 투자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곳
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
로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에 있는
304m 규모의 뉴렉 댐(Nurek
Dam)을 건설하기도 했다. 

19세기 러시아에 속하기 전, 아
랍, 터키, 아프간 등의 지배를 받
았던 이 부족국가는 소비에트 연방
의 경제력으로 강력하게 변모했지
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

립한 후 타지키스탄은 1997년까지
처참한 내전을 겪었다. 소비에트
시 의 수력 발전소는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노후한 수도관은 부식
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00년도에 수도관을 통
해 물을 공급받는 타지키스탄 농촌
인구는 20% 미만이다.

플로리다 로타리안
물 부족 소식을 듣다

타지키스탄 인구 700만 명의
2/3가 농경과 축산업을 통해 생계
를 꾸려갔기 때문에 물 부족 위기
로 많은 국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미국 플로리다 라벨RC 회원인
존 카파체 전 플로리다 학 교수가
우즈베키스탄 방문 교수 한 명을
초 했을 당시, 타지키스탄의 물
문제는 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
았다. 이 초 손님은 중앙 아시아
舊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눈 덮인 빙하에서
겨우 물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카파체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국경 사이, 미국 위스콘신
보다 약간 작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리한 타지키스탄에 집중하기로
했다.

목마름을 해소하다
카파체는 로타리의 후원으로‘인

텔리겐챠 인터내셔널’이라는 공학
전공자를 위한 전세계 인턴십 프로
그램을 운 하고 있었고, 체코와
타지키스탄에서 인턴으로 왔던 두

www.rotarykorea.org 로타리코리아 53

마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낡은 나무다리에 의지한 채 강을 건넌다.(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다.(아래) 

몇

52지정기사=물  2007.3.29 11:2 AM  페이지53



명을 두샨베로 보내 타지키스탄 사
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
하고자 하는 저와 두 명의 학생이
마치 방랑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처음 가보았던 카파
체는 이렇게 술회한다.

그러나 두 명의 학생들은 수자원
인프라 청사진 설계 뿐만아니라 이
들은 비 리 조직인‘CARE(
외구제협회)’, ‘USAID( 국제개

발처)’와 협력하여 산의 수원지(
)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전달할

수송관을 새로 만들고 보수했다.
이로써 사요드와 두샨베 북쪽 두
마을의 주민 3,500명이 깨끗한 물
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로타리 회원국 탄생
한편 카파체는 로타리 기술과 자

원이 있으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타지키스탄에는
클럽이 없었기에 두 명의 학생에게
두샨베에서 사람을 모아 타지키스
탄 최초의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두샨베RC는 2005년 4월 창립되

자마자 미국의 클럽들과 함께 사업
을 진행했다. 로타리클럽과 지구
( 區)가 약 5,600달러, 로타리재
단이 약 4,900달러, CARE가 약 1
만2,300달러, 타지키스탄 여러 곳
에서 약 1만300달러 가량을 기부
했다.

지역 주민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각 마을 수원지에 배수구와
콘크리트 웅덩이를 만들었고, 도랑
을 파고 플라스틱 수송관이 계곡의
저장 탱크에 닿을 수 있게 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송관 한개의
길이가 365m에 달한다).

펌프 신 중력을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기는 필요 없
었다. 주민들은 저장탱크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도관을 설치했다.
로타리안, CARE, USAID가 각
마을 물 공급 현황을 감독했으며,
시스템 유지비용을 징수할 물 감독
자치기구를 만들어 교육했다.

2006년 4월, 카파체와 타지키스
탄 동료들은 중력을 이용한 이 방
식으로 아홉 개가 넘는 마을의 주
민 1만2,000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내 19개 로타리클럽과 플로리다,
인디애나 區에서 3만6,200달
러, 로타리재단 3만3,700달러,
CARE 2만5,000달러를 기부했다.

지역 주민들은 1만5,000명 이상
의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준, 큰 반향을 일으킨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기뻐했다.
사요드 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먹을 만큼의 농작물조차
기르지 못했던 땅에 배나무와 ,
메 , 감자, 당근 등의 채소를 심
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샨
베 시장에 내다 판다. 그래서 닭과

염소, 가축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그 덕에 달걀
과 우유도 팔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경제에 참여하지 않
는 사요드 마을 사람은 없습니다.”
마을 학교 교장 겸 이사장인 압두
카옘 카리모프가 학교 창문너머로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며 말한다. 그
는 사과나무와 소나무에 첫 싹이
틀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240명
의 학생들은 학교 정원에 감자와
포도씨를 심었다. 식수에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되자 수인성 질병도
줄어들었고 특히 취학 아동의 경우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
면서 고통스러운 복통을 겪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더 밝은 미래
식수 사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깨

끗한 물 그 이상, 즉 목적 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두샨베RC 회원인
사비나-마르가리타 잘라에바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땅
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목초지
도 보았구요. 모두가 바빠 보 어
요. 전에는 마을에서의 삶에 절망
하고 도시로 떠나 결국 일도, 희망
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사람들
이 말이에요.”

카리모프는 수도관을 깔기 위해
봉사했던 3개월 간의 노고에 깨끗
한 물로 충분한 보답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자 모래와 조립 파이프
를 들고 산까지 옮겼다고 한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사 진
행자 지만 또 동시에 땅을 파고
파이프를 옮겼지요. 지금은 아주
만족합니다. 물이 있으니 사는 게

더 쉬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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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안들이 CARE 엔지니어, 마을 사
람들과 함께 절벽 1,200피트(365m) 아
래까지 뻗어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라인
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타지키스탄의 한 가족이 깨끗한 식수 사
업을 통해 질병이 줄어들도록 해준 지역
사회와 로타리안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오른쪽)

존 카파체 연락처:
868-674-5727 또는
www.rotarywa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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