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pal scrambles in aftermath of quake  

 

네팔, 지진의 여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규모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인 네팔에 대대적인 파괴를 초

래하였다. (가톨릭해외개발기구/Edyta Stepczak)  

By Jonathan Fowler 

제네바, 2015.04.26. - 네팔은 사망자가 2,000명에 다다르면서 전국의 파괴적인 지진 잔해

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피해지역 주

민들이 노천생활을 하고 있다. 

진도 7.8의 지진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카트만두 계곡지역을 비롯한 네팔 서부와 중부

지역에 발생한 지 하루만에, 구조요원들이 붕괴된 건물 더미를 헤쳐 나갔다. 그들의 구조 

활동은 막혀버린 좁은 도로와 6.7 진도의 여진으로 인해 어려웠다.  

4,600명 이상의 지진 부상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인 네팔에

서 분산된 수천명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최악의 지진입니다. 여진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지금까지 조짐으로 볼 때 이는 중대한 비

상상황입니다“라고 카트만두의 네팔자선단체 국장인 피우스 예수회 신부는 말한다. ”수많

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금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낮 시간과 휴일 동



안에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구호가 첫 번째 우선과제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와 공터에 나와 있어 우리들은 음식과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카트만두 계곡의 병원들은 만원이고 보급품이 품절되어 가고 시체안치공간은 부족하다. 의료

진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 식료품과 물 부족으로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  

네팔 정부는 의료진과 의약품, 임시병동텐트, 시신백, 잔해제거 중장비, 봉쇄지역에 도달

하기 위한 이동헬기 등은 물론 수색과 구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조에 호소하고 있

다.  

지진은 네팔에 완전 익숙해 있다. 기록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은 1934년 8.4 진도의 강진으

로, 8,0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고 카트만두 계곡의 건물 약 70%가 무너졌다.  

80년이 지난 지금,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같은 규모의 강력한 지진으로 사망자 100,000명, 

부상자 200,000명, 이재민 2백만 이상 등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거라는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다. 

1934 재난을 심도있게 연구한 네팔 전문가 로샨반다리박사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현재 

위기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의 첫인상은 사회적 역량과 상부상조는 즉각적

인 구조 및 구난에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땀 흘린 사회

적 연대와 능동적인 생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접 인도를 포함한 국제지원이 늘고 있어 희망의 빛을 보이고 있으나 염려되는 것은 구조

와 구난의 한정된 재원이라고 반다리 박사는 말한다. 다른 염려되는 것은 음료수와 전기, 

교통인프라와 같은 주요 서비스시설이 파괴되고, 장기적으로 거주지역의 상실인데 카트

만두의 역사적인 다라하라탑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졌다.  

지진과 더불어, 산악지대인 네팔은 홍수, 산사태, 눈사태, 빙하호수 범람에도 취약하다. 

그것에 유념하여 정부는 2009년 국제기구와 함께 네팔 재해경감 협력단(NRRC)을 구성



하였다. 재해경감에 대한 연간지출이 10년전 겨우 8백만달러에서 2013년 40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NRRC는 많이 필요한 재해경감 노력을 조정하는데 5가지 우선과제: 학교와 병원 안전; 비

상대비 및 대응; 코시강뚝 홍수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위험 관리; 재난위험 관리를 위

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있다. 네팔을 도움으로써 재난대비를 개선하였지만, NRRC의 

초점은 완수해야할 공사의 규모는 물론 무계획한 도시화, 건축법규 불준수로 인해 너무도 

명확하게 도전과제의 규모를 보여 왔다.  

내진성있게 학교를 보강하는 것은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주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지진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었다고 네팔내진기술학회(NSET) 주

최행사로 네팔에서 3주간 보낸 후 화요일에 돌아온 미국의 재난위험 전문가 밴위스너는 말

한다.  

위스너는 NSET와 다른 네팔과 국제 NGO, 네팔적십자, 지방정부 덕분에 지방수준의 재

난대비 및 대응대책, 지진을 감안한 공사, 역사유적지에서의 건축법규 준수, 지진이재민

을 위한 야외 대비 장소 확충, 이런 목적의 도구 사전배치 및 수색과 구조 훈련 등 주요 진

전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팔의 복구은 최상의 공사시공과 2차 위험으로부터 비구조적 저감대책, 대비 및 재해경

감 등에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산업 현장으로부터의 위험을 지적하며 그는 말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