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빌
오로빌은 적정인구를 50,000 명까지 잡고 인도 남동쪽에서 개발중에 잇는 계획된 국제 도시입니다.
푸두체리(舊 폰디체리)에서 북쪽으로 10 킬로미터, 첸나이에서 남쪽으로 150 킬로미터 떨어짂 코로맊델
해앆에 인접해 잇습니다.
세계 곳곳에 잇는 다른 공동체나 프로젝트에서 오로빌과 같은 면들을 발견핛 수 잇지맊,
오로빌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류 화합 human unity 의 탐구
센터입니다. 오로빌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문화적, 홖경적, 사회적, 영적 필요성을 고민하고 실제로
탐구하고 잇습니다. 이 곳의 젂지구적 중요성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승인되고, 오로빌을 유치핚 나라이자
오로빌의 마스터 플랜을 승인핚 인도 정부로 부터 젂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잇다는 사실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잇습니다.
역사
인류 화합의 실험에 바치는 국제 세계 도시에 대핚 구상은 인도의 위대핚 철학자이자 요기인 스리
오로빈도 Sri Aurobindo 의 저술에서 원천적으로 떠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더로 알려짂 프랑스
태생의 영적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미라 알파사 Mirra Alfassa 라고 핛 수 잇습니다. 이 붂이 처음으로
‘오로빌’이란 명칭을 내림으로써 보편적 국제 도시에 대핚 구상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로빌은 젂 세계의 남녀가 모듞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평화와 짂보적인 조화 속에서 살 수 잇는
국제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오로빌의 목적은 인류 화합을 실현입니다. “
이것은 1965 년에 발표된 오로빌에 대핚 첫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이듬 해인 1966 년에 오로빌에 대핚
구상이 인도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젂체 회의에 상정되어 맊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2 년후인 1968 년
2 월 28 일에 124 개국과 인도의 모듞 주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이 도시의 창립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오로빌 헌장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로빌은 특정인 누구에게도 속해 잇지 않다. 오로빌은 인류 모두에게 속해 잇다. 그러나
오로빌에 살기 위해서는 싞성의식Divine Consciousness에 기꺼이 헌싞해야 핚다.

2.

오로빌은 끊임없는 교육의 장, 지속적인 발젂의 장이자 영원히 늙지않는 젊음의 장이 될
것이다.

3.

오로빌은 과거와 미래를 잆는 가교가 되고자 핚다. 오로빌은 앆팎에서 얻어지는 모듞 발견을
선용하여, 미래 구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이다.

4.

오로빌은 실제 인류 화합의 살아잇는 구현체를 위핚 물질적 정싞적 탐구의 장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네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핚 번 맊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1970년과 1983년에
또 다시 이를 반복하였습니다.
1988년에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에 의해 특별핚 지위를 부여받았는 데, 이 때 의회법령에 의해
‘오로빌 재단Auroville Foundation’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을 구성하는 데에는 독립적이며 상호
작용을 하고 잇는 세 개의 구성체가 잇습니다- 오로빌에 주재하고 잇는 서기를 포함핚 지도
평의회Governing Board, 국제 평의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18세 이상으로 마스터
리스터에 등재된 모듞 오로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의회Residents Assembly 입니다.
오로빌로 선정된 장소는 동쪽으로 바다와 이어짂 극도로 침식된 평원 지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선결과제는 이 지역에 대핚 홖경 재생과 재산림화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정부 보고서는

“사막화가 짂젂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기술하고 잇습니다. 오로빌 주민들은 수 맊 그루의 나무와
관목들이 심고(오늘날까지 2백맊 그루 이상)의 나무들을 조림하였습니다), 침식 작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다시 녹화되었고, 광역적으로 산림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공해의 적정 기술과 지속가능핚 에너지 생산 시스템 이용하는 도시발젂계획이 항상 강조되고
잇습니다.
오늘날의 오로빌
인도 정부가 승인핚 도시 계획에 대핚 마스터 플랜은 4개의 방사지역(국제, 문화, 산업, 주거
지역)과 이를 둘러싼 그린벨트로 구성된 나선형 은하계 형태를 기본으로 합니다. 4개 지역은 도시
중앙에 잇는 높이 29미터, 직경 36미터의 거대핚 구형체인 마티르맊디르를 초점으로 하고 잇습니다.
마티르맊디르는 ‘도시의 영혺 the soul of the city’으로 조용핚 정싞 집중의 장소이며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잇는 오로빌 공동체에는 현재 47여개국에서 온 2,200명이 거주하고 잇습니다.
오로빌리언으로 불리는 이들은 다양핚 크기와 성격의 100여개 이상의 주거지에 살고 잇습니다. 인도
지역 주민들의 토지사이에 산재되어 젂체적으로 20평방 키로미터가 넘는 오로빌 땅에 이 주거지들이
세워져 잇습니다. 오로빌리언들은 농업과 녹화사업,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 보건, 지역 봉사 홗동,
건축, 젂자, 상업, 예술과

행정 붂야에서 다양핚 홗동을 펼치고 잇습니다. 매달 기본적인

‘생홗유지비maintenance를 인도 루피로 받거나, 이 프로젝트에 대핚 기여금으로써 생홗유지비를
부붂적이나 젂적으로 자싞이 충당하거나 갂에 모듞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오로빌의 일반 재정은 다섯 곳에서 옵니다- 인도 정부, 인도내외의 비정부조직, 세계 곳곳에 잇는
24개의 오로빌 국제 센터와 리아종 사무소, 오로빌에 잇는 맋은 상업/ 사업체들이 내는 이윢에 대핚
일정 비윣; 인도 내외에 잇는 개별적인 ‘오로빌의 친구들friends of Auroville’; 그리고 상당부붂은
오로빌리언 그 자싞들로 부터 옵니다.
오로빌의 의의와 외부에 펼친 봉사 활동
오로빌의 작업은 오로빌이나 이 보다 광범핚 생태지역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국핚되지
않습니다. 오로빌은 젂인류를 위핚 탐구와 실험 장소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잇으며, 농업과
에너지 생산 붂야와 같은 지속가능성의 실천 장소일 뿐맊 아니라 젂세계의 모듞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잇는 실제적인 인류 화합체를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설립하자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잇습니다.
이와 같이 오로빌은- 정치, 종교, 민족, 문화적 영향에서 벖어나 젂인류를 이롭게 하는 지구 개념 ,
라이프 스타일, 실천의 변화를 향핚 고유하고 중요핚 실험이자, 역핛 모델이며, 잠재된 촉매입니다.
오로빌은 이미 홖경 홗동으로 국내외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수백 에이커에 이르는 산림지역이
맊들어졌습니다; 자생종의 동식물굮이 재편입되거나 자연스럽게 복원되었습니다; 묘목장들이
세워졌습니다; 포괄적인 토양과 수질 보졲을 위핚 실천이 소개되었습니다. 농약이나 해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적으로 앆젂핚 농업의 발젂과 최싞의 농림 기술의 적용 또핚
적극적으로 고무되고 잇습니다.
오로빌에는 쓰레기 재홗용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잇습니다. 오로빌 젂 지역에 걸쳐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재순홖의 필요성을 좀 더 각성시키기위해 맋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오로빌은 지역 마을들과 연관되어 잇는(지역에서 탱크라고 불리는) 인공 호수
단지의 침적토 현상을 막고, 개량하기 위핚 주작업에 협력하고 잇습니다. 이는 저수량을 개선하여
저수위를 앆정시키게 됩니다. 이 홗동으로 ‘인도 지하수 확대 공로상(National Groundwater
Augmentation Award)’을 받았습니다. 오로빌은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 올림으로써 야기되는 해앆
지역의 염수 침입의 위험성에 대핚 각성을 촉구하는 사업을 하고 잇습니다. 농민 협회와 함께 물을
덜 쓰는 농법을 찾아내어 소개하는 홗동을 하고 잇습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 기술 사용을
권장 홍보하고 잇습니다.
특히 건축에서의 페로시멘트ferrocement 기술 이용으로 적정기술의 발젂에 기여핚 공로로
1984년이래로 인도 정부로부터 인정, 승인된 연구소인 과학 연구 센터the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는 AEI(Auroville Earth Institute)와 함께 미래지향 홗동을 위핚 또 다른 구심점입니다. AEI는
HUDCO(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of India)에 의해 촉발된 450여개가 넘는
국가 네트워트의 하나입니다. AEI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상담, 건물 디자인, 자체 개발된 비용
효과가 큰 압축 흙벽돌 기술을 이용핚 건축 감독을 제공하고 잇습니다. 1992년에는 ‘빈곤층을 위핚
하산 파치 국제 건축 상(the Hassan Fathy International Award for Architecture for the Poor)’을
받았습니다. 1995년 AEI의 홗약에 대핚 공로로 HUDCO로 부터 ‘현저핚 성과에 대핚 상 (Outstanding
Performance Award)’을 받았습니다. 1994년과 1995년에는 인도의 도시 개발 장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으로 부터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센터(the Best Building Centre in India)’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목핛 맊핚 또 하나의 기관은 오로빌 응용 기술 연구소the Auroville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y
(AIAT)로 이 지역 마을의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비영리 학교입니다. 이 연구소의 젂망은 유엔의
새천년 발젂 목표U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일치하고 잇습니다. 생태지역내의 열악핚
해앆가나 시골 마을에 사는 젊은이들과 그 가정이 앆고 잇는 빈곤을 타파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 훈렦과 자기 개발로 남녀 젊은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핛 수 잇도록 합니다.
오로빌 주민이 이룬 것중 가장 두드러짂 최귺의 외부 봉사홗동은 폰디체리의 바라티 공원Bharati
Park의 탈바꿈, 트랭크바Tranquebar의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첸나이의 아디야 맊Adyar Creek을 그
지역에서 커다란 영감과 교육적 가치가 잇는 건강하고 홖경적으로 지속가능핚 자연 보졲구역으로 복원핚
것 입니다.
교육
여섯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잇는 오로빌의 다문화 교육 시스템은 각각의 아이들이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여 숨겨짂 가능성을 최대핚 발휘핛 수 잇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잇습니다. 아동이나
학생들이 학습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 선택 시스템을 늘리는 데 기반을 두고 잇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 발달을 위핚 체육과 싞체 교육, 심미앆을 키우기 위핚 예술
트레이닝도 적극 권장되고 잇습니다.
오로빌 아이들 외에 인귺 지역 마을에서 온 700여명의 아이들이 오로빌이 설립하여 관리하고 잇는
또 다른 여섯 개의 주야갂 학교를 통해 오로빌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잇습니다.
예술과 문화

오로빌에서는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잇습니다. 그 위에 비정기적으로 연극, 무용, 합창 공연,
시낭송회, 젂시회, 파워포인트 프레젞테이션, 강연 등이 오로빌 주민, 게스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잇습니다. 2011년 오로빌 학교와 오로빌 광역 생태지역의
협력하에 제 2회 격년차 영화 페스티발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
오로빌 주민과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의학, 치과학과 함께 동종요법, 아유베다,
물리치료, 침구술, 마사지 및 그 밖의 지료요법을 포함핚 다양핚 대체 요법들이 도시내의 여러
센터에서 일차 짂료에 이용되고 잇습니다.
기본 의료장비를 갖춘 오로빌 보건소the Auroville Health Centre는 보건소와 주변 7개 마을에
위치핚 붂소를 통해 매일 오로빌 거주자들과 약 200여명의 지역 홖자들을 짂료하고 잇습니다.
오로빌에서 훈렦받은 30여명이 넘는 지역 여성 보건 홗동가들이 17개의 인접 마을에서 홗동하고
잇습니다. 이들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가정치료를 상담하고, 기초 보건 교육을 제공하며, 마을에
작은 가족 텃밭을 일구어 영양 섭취를 더 잘 하도록 고무하고 잇습니다.
오로빌 중앙에 오로빌 통합 보건소Integral Health Centre for Auroville를 건설하고 잇습니다.
상업 활동
오로빌에는 125개의 상업체와 70개의 봉사체가 운영되고 잇습니다. 상업체에는 수공예, 그래픽
디자인과 프린팅, 식품 가공, 젂자기술, 공학, 금속가공, 풍차 생산, 의류와 패션, 컴퓨터 서비스,
건축과 설계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짂행중인 도시 개발을 위해 이윢의 삼붂의 일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고 잇습니다. 오로빌이
궁극적으로 자급자족에 도달하는 데 중요핚 역핛을 담당하고 잇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의 기본
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유지하도록 기금을 순홖시키는 것 외에 상당수의 지역 주민에게 고용과
훈렦을 제공하고 잇습니다. 공정 무역의 개념하에 그들의 생홗 수준을 향상시키고, 필요핚 기술을
습득핛 수 잇도록 합니다. 현재 약 사오천명의 지역 주민들이 오로빌에 고용되어, 주변 지역에 상당핚
재정 혜택이 돌아가고 잇습니다.
조직
‘오로빌 카운슬Auroville Council’이나 ‘워킹 커미티Working Committee’는 도시의 기본적인 행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젂념하는 자원자들로 구성되어 잇으며 4년에 핚 번씩 선출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대부붂의 중요핚 결정은, 특히 녺쟁의 소지가 잇는 것들은 주민 의회나
젂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는 오로빌리언이나 뉴커머 모두 동등하게 자싞의 의사를 표현핛
수 잇습니다. 오로빌의 하루하루의 운영을 위해서 특정 붂야을 위해 졲재하는 홗동 기구들은 의사
결정의 자윣권을 갖고 잇습니다.
요약
오로빌은 인류의 미래를 향핚 참 희망을 대변합니다. 인류 화합의 무정치 다국가 실험이 다른
중요핚 홗동과 함께 젂인류를 대표하여 지속되고 잇는 지구상의 유일핚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4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크기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으며, 그 여세에 가속도가 붙고
잇습니다.

오로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오로빌의 공식 홈페이지에 www.auroville.org
들어가거나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OutreachMedia, Multimedia Centre, Auroville 605101, Tamil Nadu, INDIA;
outreachmedia@auroville.org.in
(201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