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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르완다 수도 키갈리 시가지 사진 앙에 르완다 학교 

시설을 볼 수 있음

그림 2. 르완다 학제

출처: World Bank(2011) Rwanda Education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1. 들어가는 

우리사회는 압축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변화된 

미래를 기약하는 신흥 개발도상 국가들에 모델이 되고 있

다. 국제분야에서 우리사회의 역할이 증 되고, 국제 력

을 통한 역할은 지난시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국

제 력에서 교육분야의 역할은 상당하다. 본 고에서는 

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유네스코 릿지 아 리카 

과 홍익 학교 건축 학과의 업을 통해 수행된 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C.L.C)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학습센

터를 계획하기 해 아 리카 르완다 지답사를 수행하

으며 지 방문을 통해 지역 건축에 한 이해를 높이

고,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아 리카 교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에 한 교감을 바탕으로 하 으며, 르완다 국가  담

당자들과의 의를 통해 지에서 제안된 다수의 상 부

지를 둘러보고 논의를 통해 합한 사이트를 제안하 다. 

학교조성을 한 제반 연건 등 의를 바탕으로 설계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2. 르완다 지역의 교육제도 황

재 르완다 공교육 시스템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 

등교육 6년, 등교육 3년이 의무고육으로 제도화 되어있

으나 실제로는 평균 3.3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배움

에 한 열정은 지속 인 학생수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으

나 지의 교육시설과 교사수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공식 으로 르완다의 학제는 3～6세를 상으로 

하는 3년간의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9(6+3)-3-4의 기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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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실동 경 식시설과 화장실

르완다 

시가지의 기존 

공립 등학교

Umubano Primary School 경 어린이 놀이시설

Umubano 

Primary School 

(2011)

*출처 : 본 사례는 자가 직  방문조사 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02월 22일～02월 26일까지 수행 

표 1. 르완다 시가지의 기존 공립 등학교와 르완다 신주거지역에 조성된 Umubano Primary School(2011)

제를 가지고 있으며, 6년의 등학교와 3년의 기 등교

육으로 이루어진 9년 기 교육과정, 3년의 후기 등교육 

그리고 2-4년간의 고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1) 하지만 

이와 같은 공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르완다의 어린이들은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림 1참조). 

3. 르완다 교육시설의 과거와 재

르완다 지역의 학교시설은 2000년  들어서 많은 변화

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의 교육에 한 극  투자와 국

제 력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서구에서 건축공부

를 마친 은 건축가들의 장 참여는 지역 교육시설에 

상당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지리 으로 넓은 평야지역을 

경험하기 힘든 환경과 집 된 강우, 도 가까이 치하는 

1) 임진호(2014), 르완다 교육 제도  황 분석, KOICA 르완다 

사무소 

입지로 인한 열기, 건축계획이 따라주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불리한 채  등 이는 르완다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

라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르완

다 지역의 기존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양호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상

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운동장은 정지되지 못한 환경으

로 경사지고 아이들의 험에 노츨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며, 교실동은 내부 채 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양철 지붕구조로 우기때는 소음이 심한 

특성을 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습환경으로서의 불리

한 특성을 담고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

조이다.

반면 2011에 조성된 Umubano Primary School은 르완

다 키갈리의 신주거지역으로 발 하고 있는 곳에 치한

다. 지리 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치하고 있으며, 국 

펀드의 지원을 받아 Mass Design Group에 의해 계획되

었다. 낮은 구릉지형의 경사지형을 활용하는 단지 배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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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양한 지역에 용  구축(Strategy.02)

획과 이로 인해 외부공간의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계

획 측면에서 우수를 모아 화장실 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방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후를 고려한 

지붕 형태  외벽을 포함하는 외  디자인과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경사진 지형을 이용한 외부공간계획

을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50명에 이르는 체 학생수

와 34명 정도의 학습당 학생수, 17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

는 교사 수는 재 르완다 지역의 교육환경 에서는 상

당히 양호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간 이외에 

행정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목

실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 수업 외에 특별수업에 활용되

고 있다. 그리고 도서 과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방 등이 갖추어져 르완다 지역 교육시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표 1참조).

아 리카 륙 에서도 르완다를 비롯하여 사하라사막 

남측의 국가들은 낮은 경제수 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

가들로부터의 외원조 비 이 상당하며, 일상생활을 한 

생필품과 더불어 미래를 한 교육시설환경을 구축에 힘

을 쏟고 있다. 장 답사를 통해 살펴본바 일부이지만 소

수의 문가에 의해 지역 학교건축은 지역 환경을 이해하

고, 특성을 극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

고 있으며, 이를 건축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기존 아 리카 지역의 건

축과 차별성을 보이며,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

성의 단 로 이해할 수 있다.

4. C.L.C의 제안

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C.L.C)는 르완다 지역을 

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

여 아 리카 타 지역에 용가능한 모델로서의 역할 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릿지 모델 지역학습센

터(C.L.C)의 방향성과 개념을 잡아가는데 역할을 하게 된

다. 교육과 커뮤니티,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설

은 연령  어린이의 교육환경 제공을 기본 목 으로 하

며, 성인 기술 교육 환경의 제공 한 병행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민을 한 생산 (직업) 교육 환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이 유네스코에서 지향

하는 릿지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다

양한 계층을 한 교육  개념과 로그램은 학습공간, 다

목  공간, 열린교실 공간 등에 반 되게 된다. 한편으로

는 르완다 지역 다른 학교와의 교육을 통한 교류와 ‘생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기 하며,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축기술의 학습을 통해 지속  유지 리 

 보수환경을 마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을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아 리가 지역이 갖는 환경  특성을 살

려 기술  근을 시도하며, 자연채 의 활용, 우수 활용, 

지역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건축재료로의 사용 등을 포

함하여 패시  근으로 구체화 되었다. 아 리카에서도 

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 근가능한 설계 근을 모색하

며, 유네스코가 견지하는 공동체  근을 모색하여 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 다. 와 같이 제안한 3가지의 방향

을 구체화하기 하여 1. 장소성의 반  외에 7가지의 

략  근을 바탕으로 한다. 개도국의 환경  특성을 이해

하고, 지속가능한 근을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 으며, 

궁극 으로 이를 통한 발  가능성을 도모하기 함으

로 설명할 수 있겠다(그림 3참조). 특히 르완다가 가지는 

지역의 환경 특성과 국민성 등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문

헌을 통한 연구와 장 방문을 통해 직  경험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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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장에서 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

화하여 근하 다.2) 

4.1 기본구상과 지속가능성

르완다 지역학습센터는 기본구상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

하며, 기본 방향과 략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의를 공간에 

담아내었다. 장 답사를 통해 경험한 지역의 특성과 환경

 의의를 살리기 한 근이 우선시 되었으며 표 으

로 우수의 활용과 Eco Toilet의 제안을 들 수 있겠다. 생

활용수가 부족한 아 리카 지역의 특성상 경사지붕 구조

를 이용하여 우수를 모으고, 이를 통해 화장실 용수와 아

이들의 손씻는 용수로 활용하며 학교시설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는 아

이들의 청결문제를 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통한 교

육  의의를 높이기 한 방안이기도 하다. 한 Eco 

Toilet시스템을 통해 인분을 퇴비화하고 생산된 요소를 텃

밭 등에 활용하는 근은 환경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지속가능성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그림 4참조). 

그림 4. 지속가능성의 용(우수를 이용한 에 지 순환)

4.2 설계안의 제안 

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C.L.C)는 그동안 유네스코에

서 수행해 왔던 국제 력의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근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극 인 건축공간의 구축을 통해 르

완다의 지역사회와 한 계형성을 기 할 수 있게 한

다. 이는 미래의 발 을 모색하기 한 구심 이 될 수 있

는 시설로서 다양한 연령 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의 마련과 함께 주요 건축  의의를 갖추는 공간과 재료, 

그리고 유형  특성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

2) 르완다 지역의 기후 특성은 반 으로 22.5℃이상의 기후 특

성을 보이며 특히 8월, 9월의 경우 약 30℃까지 상승한다. 집

호우시 수십미리의 강우가 한꺼번에 내리는 특성을 보이며, 고

지에 치하는 지리  특성상 타 아 리카 지역 비 쾌 한 

기후환경을 보임. 홍익 학교, 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 설계 

모형 개발 연구, 2016, p. 26

다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한계로 인한 제한

인 공간의 확보는 이용 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상하

게 하며, 놀이공간에 치하는 그늘나무 아래의 공간은 확

장 공간으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지붕만을 갖는 열린학

습 공간과 다용도 공간이면서 외부로 확장되는 구조의 공간

과 아이들을 한 학습과 성인을 한 기술교육, 그리고 아

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한 공간은 르완다 주민들에

게 미래를 기약하게 해  것이다(그림 5참조). 

그림 5. C.L.C 조감  마스터 랜 

5. 마치며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교육은 지 의 우리가 

있게 해  동력이자 커다란 자산이었다. 과거 우리가 그러

하 듯이 지구반 편의 아 리카에서도 가장 작고, 내륙에 

치하는 입지 특성상 발 에 있어 불리한 여건을 가진 

르완다에서는 근면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미

래의 희망을 꿈꾸고 있다. 국제 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

은 물리 이고, 환경 인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국민성이 더해져 미래를 밝게 한다. 그러한 의미

에서 이번 유네스코에서 수행하는 지역학습센터 건축사업

은 상당한 유의미성을 가지며, 르완다 지역의 마을 단  

주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설 것이다. 역사 으로 건축이 

주는 의의와 역할은 상당하 으며, 특히 교육시설이 갖는 

개도국에서의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르완다 

지역학습센터 모델의 제안을 통해 진일보한 건축을 통한 

국제 력을 기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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