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에서는 지난 1월 중국 연안(延安)의 요동

을 답사하고 온 단국대 이재훈 교수의 도움을 빌

어 중국의 요동형식의 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요동은 중국어로는 야오동, 한자로는 窯洞으로

쓰여지는 중국 고유의 동굴식 건물유형을 말한다.

중국은 63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황토고원을

갖고 있고(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세배정도), 이 지

역에는 지역 특유의 동굴건축이 여러 가지의 형태

로 밀집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모래퇴적층을 이용한 이 건축형식은 동굴을 지

하로 파고 들어가는 하침식요동과 절벽을 절토하

여 형성하는 고산식요동, 진흙으로 지상에 축조하

는 지상요 등이 있다.(그림1 ∼ 그림3참조)

요동은 두꺼운 진흙층으로 지붕을 형성하기 때

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중주

거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습도가 높은 여름에 천

장면이 축축해지기도 하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지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최근에 짓고 있는 지상요의

경우에는 쉽게 창을 설치할 수 있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내지 않는 것을 보면 전통적인 주

거방식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끼게

해준다.

요동은 약 1억인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하

나의 보편적인 건물유형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상에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에 익숙한 눈

으로 요동을 보면 요동이 매우 특이한 건물유형으

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한 지역의 거의 모든 건

물이 요동으로 지어진 것을 보면 요동은 그 지역

의 풍토에 어울리는 지역건축물의 전형적인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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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침식 요동 그림 2. 고산식 요동 그림 3. 지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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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 학교 건축물의 이해차원에서

요동형식의 학교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섬서성

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의 3개 요동학교는 고산식

요동으로 단애를 이루는 황토고원에 층층이 동굴

을 형성하여 교실을 만들며, 윗층의 발코니가 동

선공간 및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

다. 본문은 후계요, 왕군 의 중국요동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요동학교사례

1) 섬서성 느릅나무 농업학교

섬서성 느릅나무 농교 (그림 4) 는 황토연변의

지형을 이용하여 건조한 5층 테라스식 ( 퇴대식-

退臺式)동굴이다. 토질상황이 좋으나 경사가 갑자

기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공공건축은 호화

로운 택원(宅院)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매층 동굴

윗부분이 3M나 되기 때문에, 위층 동굴의 정면은

아래층 굴 아치형 천정 (공상- 拱上)에 내려와서

한 줄의 긴베란다(해바지대- 陽臺)를 이룬다. 그리

하여 교통관계 및 학생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토

원의 단애는 굽은 자 모양을 보이고, 좋은 주위

환경을 엮어 넓은 운동장을 형성한다.

굴 정면과 난간 담은 벽돌담으로 되어있다. 난

간 담은 상층 베란다의 받침대(부수- 扶手)를 겸하

는 데 층층첩첩. 배열의 순위가 있어 기세가 웅장

하다. 장대한 이 백여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학교

는 이미 100년 역사에 유림부(儒林負)라는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림 4. 유림농교 5층 산에 기댄 동굴군 평면 및 입면도 (侯繼堯 畵) (단독 동굴 평면도,I- 1 부면도,총 평면도) (주: 중국요동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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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서성 미지중학 (陝西城 米脂中學)

벼랑에 기대어 있는 섬서성 미지중학교의 동굴

군은 이자성(李自城)이 행궁하였고, 해를 거듭하여
증축 형성된 고적으로 그 역사는 유구하며 성 내

외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림 6. 동굴학교 교실 내부의 모습

(넓게 본 중국주택 에서 발췌)

그림 5. 유림농교의 전경 (侯繼堯 撮影)

그림 7. 단애에 기댄 미지중학 동굴군전경 (侯繼堯 撮影)

그림 9. 미지중학 뒷산 동굴군그림 8. 미지중학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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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서성 연안대학 학생숙사(陝西城 延安大學

學生宿舍)

섬서성 연안대학 학생숙사는 다층 테라스식으

로 된 벽돌(전공 - 拱)동굴군이다. 상층 동굴 정

면의 부하를 떠받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1층

굴 아치형 입구의 매층 테라스의 깊이는 7M나 되

며 이는 또한 동굴 앞의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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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사의 324개의 구멍으로 된 6층 동굴의 기

세는 굉장해서 매일 밤이면 무대의 막을 내리는

것 같다. 6층 동굴의 불을 켜서 밝히고 먼 곳에서

조망하면 거대한 수정으로 된 금자탑(金字塔)이

앉아 있는 것 같으며, 연안성 평야에 독특한 풍경

을 더해준다.

그림 10. 연안대학학생기숙사 (넓게 본 중국주택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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