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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는 해외 학의 마스터 랜 국제공모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설계내용에 한 것에 더하여 

반 인 진행과정에 담긴 얘깃거리들을 곁들이고자한다. 

해외 로젝트를 한다는 것, 아무리 국제화가 진행된들 

그 나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을 모르고서는 감히 시

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직은 생소한 나라,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익히기가 출

발 임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1. Ethiopia, Ethiopian?

뜨거운 사막 or 정 을 상하고 첫발을 내디딘 2014년 

늦가을 아디스아바바는 메마른 고원지 다. 해발고도 

2,400m 정도이기에 덮고 습한 곳이 아닌 의외로 선선한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지모습>

필자가 아는 에티오피아는 다음과 같은 정도 다. 

어린 시  아동잡지를 통해 했던 ‘맨발의 아베베’를 

기억하며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종종 기아

구호 로그램에서 굶주림에 지친 표정의 모자사진을 통

해 형편을 짐작하고 있었다. 6-25 쟁 참 국으로 우리나

라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도. 그 밖에 질 좋은 

아라비카커피 생산지이자 유명 흑인모델들의 출신지로. 

아 리카 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근래에 직항(에티오

피아항공)까지 운행되고 있으니 에티오피아는 그런 면에

서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는 아닌 것 같다.

KOICA의 ODA 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계기로 에티오

피아를 방문하고 지업체와 업을 하면서 도 하게 된 

BDU(Bahir Dar Univ.) Master Plan Competition 로젝

트는 비즈니스  호기심과 잠재  소명의식, 강한 이끌림 

등이 복합된 결과 던 듯하다.

인류의 기원 ‘루시’를 품은 오랜 역사에 한 자부심을 

간직한 그들로서는, 재의 낙후된 상황을 교육을 통해 극

복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무질서한 시

설건립에서 이제는 탈피하고자 체계 인 근을 통해 미

래를 비하는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하 다.

UIA의 승인하에 AEA(에티오피아건축가 회)주 으로 

해외설계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했기에 유럽과 남아공, 아

시아에서 9개사가 참여를 했고, 무려 3일간 열린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자로 선정이 되었다. 

<Certificate for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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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지 황>

2. Bahir Dar, BDU

Bahir Dar는 북부지역의 주요 도시이다. 구 맵에서 

성사진으로 단번에 확인 가능한 Tana 호수1)와 Blue-Nile

강2)을 끼고 있는 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Bahir Dar 

국립 학(이하 ‘BDU’로 칭함)이 도시의 10%이상 면 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으로도 20%이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 기에 학이 이 도시에 갖는 비 은 단순한 숫자상

의 지표 그 이상인 만큼 마스터 랜에 거는 기 가 크고, 

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다.

에티오피아 3  국립 학3)  하나로서 선도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에 이들의 진행 성과를 주시하고 있는 곳이 

30여개 학에 이른다고 한다. 

학 부지는 격자형 도시가로에 의해 나눠진 약780m× 

780m 블록5개가 일렬로 길게 늘어선 데에 더해 나일 강변

(Blue Nile River)의 넓은 습지를 포함하고 있다. 

510ha에 이르는 평탄한 부지의 양단에 치한 일명 Poly 

캠퍼스(기술 학), Peda 캠퍼스(교육 학) 블록들이 각각 

독립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앙부 블록들에는 

EiTEX 캠퍼스, 학본부(Wisdom Tower), 교직원 숙소 등

이 아직 드문드문 개별 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마스터 랜 본래의 역할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1) 에티오피아 최  호수

2) 타나호에서 발원한 나일강 지류

3) 아디스아바바 학, 짐마 학, 바하다르 학

아직은 비워진 앙부 블록이 채워졌을 때 이들이 새로운 

캠퍼스구성의 핵이 될 것으로 기 되었고, 이들이 어떤 방

식으로 하나의 통합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가

장 큰 이슈로 생각되었다. 

마스타 랜에서 수용해야 할 규모는 2025년 기  62,100

명의 학생과 1,500명의 교직원, 연면  234,400㎡이고, 주요 

시설은 BiT(Bahir Dar Institute of Technology), Peda 

Campus, EiTEX(Ethiopian Institute of Textile & Fashion 

Technology)이고, 그 외에 각종 지원시설들과 산학연 단지, 

NEHDAC(나일유역보존  개발센타), 문화센타 등이 있다.

3. Master plan Design 

우리나라의 경제도약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

듯 재 진행 인 에티오피아 국가발 계획 2단계4)가 마무

리되고, 아마도 GTPⅢ가 완성될 시 인 2025년에는 BDU 

역시 그에 발맞춘 모습을 갖추고자하는 바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은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2025년을 

도시와 학의 원 한 미래계획의 완결이 아닌, 시작 단계

로 제시하는 더 장기 인 비 을 제시했다. 

아울어 기존 캠퍼스에서 한계에 부닥쳤던 여러 상황들

을 개선하는 데에 우리의 앞선 경험을 들어 ‘우리는 트

가 되려한다’는 동반자  태도로 근했다.

구체 으로는 향후 성장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응하

고, 학과 기존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고취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맞춤 환경을 제공하고, 캠퍼스 특성을 보여

주는 고유이미지의 도출, 사회  공공공간과 학생 생활공

간의 제공, 지역 활성화 등을 실 하는 것이 주요과제임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무나 일반 인 것이라 여길 수 있겠으

나 재 이들의 상황에서 보면 갈 한 이상  내용을 담

고 있고, 오히려 실에서 실 가능한 것인지에 해 의구

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실을 보자면 아디스아바바 시내에 있는 국립박물 에

는 세계인류의 기원이라는 ‘루시’가 워있다. 루 르나 

박물 에 있었다면 특별 우를 받아 시될 수 있겠지만 

그는 자그마한 지하 시장 한켠에 여러 두개골과 함께 덩그

러니 놓여져 있을 뿐이다. 에티오피아인들이 결코 그 가치

를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국가  과제 우선순 에서 렸

을 것이다. 련 기념품 하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자부심이

나 상술이 부족하다 탓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4) GTPⅡ-Growth & Transformation Plan Ⅱ 2015～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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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  벽을 자각해야하는 안타까움이 과연 그들

에게는 없으랴?

재의 캠퍼스가 가진 물리  상황의 어려움 한 명백

했다.

향후 30년 이상 지속  팽창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넓은 부지는 통합된 질서 없이 필요시설 들의 산발 인 

증식을 조장했으며, 고압 송 탑은 도시의 주요 인 라라

는 지 를 과시하듯 부지를 사정없이 동강내면서 큰 획을 

고 있다. 그들은 감히 할 상 를 찾지 못할 압도  

포스로 공간배치계획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캠퍼스의 주변 도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

의 주요도로와의 연결이 끊긴 채 미완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가하면, 륙  차원의 특별함을 가진 인  자연환경

은 우선순 에서 려 그 가치를 뽐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디자인의 출발 에서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 실마리를 

어디서 찾느냐하는 것이다.

엄격히 분할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캠퍼스 조각들을 마

스터 랜을 통해서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되, 효율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7개의 클러스터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분하고 맺어주는 합한 틀을 형성하

기 해 3가지 기본 략을 세웠는데

첫째로, 서로 무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사회와 경

요소를 학 내로 끌고 들어오는 선형들을 찾아 캠퍼스 

내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는 단 되었던 클러스

터들에 심공간과 함께 그들을 묶는 순환고리를 만들고, 

세 번째로는 제 치를 제 로 찾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

는 시설들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을 의도했다. 

그 략을 실행하는 데에 핵심 부분이 학본부인 Wisdom 

Tower라고 단해서 이를 심으로 한 방사상의 주요 축들

을 설정하고 여기에 공용시설을 덧붙여서 실질 인 구심  

역할을 하도록 배치계획을 구성했다.

<부지이용계획 & 캠퍼스구분도>

여기까지가 참여자들이 체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고통

스럽고도 짜릿한 시기의 고민들이었고, 이후는 각 부문별

로 그에 합한 내용을 용하며 상호간 조정하는 작업들

이었다. 동선체계, 녹지체계, 공간구성체계, 교통체계 등등.

심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당선작 선정이유를 보면 우리

의 략  근이 매우 유효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메

시지 달을 해 숫자로 제시한 하나의 학, 7개의 클러

스터 등에 해 깊은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본부

가 도시로부터 주 연결 이 됨과 동시에 학발 의 강한 

심축이 된다는 과, 기존의 자연요소와 어우러져 질 높

은 외부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사형 녹지축의 역할에 해 

주요 장 으로 꼽고 있었다. 

그 밖에 하나의 로토타입으로서 College System을 제

시한 것과 Creative Plaza를 공간  구심 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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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타 랜 배치도>

< 학본부 심>

것, 지역사회와의 에 Interface 기능을 배치한 것 등

에 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College Sysem>

<Creative Plaza>

4. 지업체, 발주처

외견상은 업이긴 해도 제안작업은 으로 한국에서 

하고, 지업체는 형식요건상의 역할만 했는데, 발주처에

서 내건 조건은 향후 원활한 의사소통의 명분을 앞세워 

지업체가 주 사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해외의 앞선 기술력

을 얻어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리라.  한 가지 함정

은 공모안 제출물에 설계비 제안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작 나 에 그들이 제시한 계약상한액은 참가자 제안

액과는  무 한 가 다는 것이다. 애 에 해외업체

가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수 이었는데, 외국의 상  

부유함에 기 려는 습 성 태도 아닌가하는 생각마  들

었다.

공모안 제출 이후에  하나의 한국업체가 경쟁사 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이 에 아디스아바바 

경기장 설계 당선자로서 나름 지사정에 밝은 듯 했다. 

최근 지 방문 시 경기장 공사 장을 지나게 되어 살펴

본 바로는 설계비문제로 설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당선

안과는 다른 변경안으로 국건설사가 공사 이라는 얘

기를 들었다. 쓸한 뒷맛을 느끼게 하는...

 한 가지 부분의 개발도상국 로젝트에서 가장 흔

히 하는 상황은 문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무 느린 

업무진행과 약속 불이행이다.

당선작 선정이 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인 발표행

사를 열었고, 그러고도 본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렸고(이마  지업체의 미고지로 알지 못함), 

정작 우리와의 력부분에 한 계약은 만 2년이 경과한 

올해 2월말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부랴부랴 지에서의 워크샵을 요청해온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있었을 계자들의 이 투구를 짐작하기

가 그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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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의 업에 요구되는 엄청난 인내력의 결정체는 

출장과정에서의 에피소드이다.

지 청형식의 출장 비행티켓을 당일까지 가타부타 소

식도 없다가 출발 4시간 에야 겨우 받아서 긴 히 공항으

로 향해야했던 일은 상상의 수 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요일 녁 교통체증을 담담히 받아들일 만큼의 자제

력을 갖추고서야 비로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행과정 & 향후 망

약속된 설계일정표는 늘 처음 목표일뿐이었다. 주요 일

정마다 정일을 앞두고 연락을 해도 아무런 답이 없이 

여러 달을 그냥 보내다가 느닷없이 ‘며칠 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의 일정이 있으니 참여바랍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온다.

마치 바로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이. 최소한 2

주 에는 일정을 알려달라는 수차례의 당부도 그냥 흘려

버리는 신비한 재주를 가진 듯하다.

선결해야할 비용문제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염려 말고 자신들을 믿고 와서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난 이 있었다. 이 의 경험에서도 달리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 달러송 문제 다. 원 계약

이 Bir화(에티오피아 화폐)결재조건이었는데, 지업체로

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달러입 을 받아야 할 우

리에게는 달러반출이  안된다는 지교민과 KOTRA 

등의 언은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의문제기와 확인작업 끝에 례 없는 달

러입 을 이 낼 수 있었다.

지업체에서 수행한 세부 인 황조사와 시설 로그램

을 지 공동작업을 통해 검토하고 작성하는 단계를 최근에

야 마쳤고, 이미 구체 인 디자인 단계로 갔어야할 시 이

지만 향후일정 이행에 한 요구만 있을 뿐, 상응하는 조치

는 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을 뿐이다. 기약 없는 

지연은 시작 때의 기 와 열정마  식어가게 할 뿐 아니라 

향후 진행시의 작업의 질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진다.

상공모 당선 후 2년 반이 지난 2017년 6월 재까지도 

향후의 일정을 측하기란 무척 힘든 게 실이다. 로젝

트 실행에 한 열망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행정  지원과 

개발국가의 공통 이기도 한 무책임한 낙 주의의 남발

(이슈에 한 논의  가장 자주 듣는 말이지만  믿지 

말아야할 말 “No Problem!”)은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분이란 이 계속 무겁게 다가온다.

6. 후기

본 기고는 이 작업에 참여한 여러 문가들을 신해서 

소개하는 로 주었으면 좋겠다.

2014년 겨울 그때까지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여러 문

가들이 한 자리에 모 다. 

건축을 필두로 조경, 도시계획, 토탈디자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업임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묘

한 호기심에 이끌려? 

늘 그 듯 작업이 진행되고 형체가 드러날 때쯤이면 새

로이 부각되는 어려움들로 인한 회의와 함께 끝까지 가겠

다는 사명감이 뒤섞이게 되는데, 연말의 황 연휴들을 반

강제로 포기하면서 까지 제출하려했던 개개인의 충만한 

열정들을 당히 묻히게 할 수는 없기에 어 하든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스터 랜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근 

이 학교에서 술 학 설계공모가 있다기에 심 깊게 자

료를 살펴보고서는 이내 심을 을 수밖에 없었다. 

5,000평 규모에 공사비가 120억원 정도 는데, 지 공

공 로젝트 설계비가 공사비의 1%만 돼도 매우 좋은 조

건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화폐가치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6수 이기에 그들은 

가능하다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본격 인 진출까진 아직 좀 더 기다려 야할 때인 듯하다.

그럼에도 여 히 희망을 두는 부분은 에티오피아가 아

리카에서 가장 속히 성장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최근 

11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에 이른다고하니 올곧은 발

을 응원하며 기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