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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고등학교
Gangjin High School

오    열 / (주)디아이지건축사사무소 표이사
Oh, Kum Yeol / (Inc.)DIG architecture, CEO
a_dig@naver.com

1. 사업개요

1.1 과업의 목적

1) FUTURE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창출과 미래지향  학교시설

2) SAFETY & NATURE

학교 구성원들이 안 하고 쾌 한 환경을 할 수 있

는 생활공간

3) DREAM

소통  감성을 증 시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다양

한 공간과 창의  학습환경

4) COMMUNITY

지역사회와 유 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문화교류 거

공간

사진 1. 강진고등학교 경

1.2 건축개요

1) 지 치 : 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15-7

2)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4) 지면  : 35,333㎡

5) 건축면  : 5,730.86㎡

6) 연 면  : 14,969,41㎡

7) 건 폐 율 : 16.22%(법  20% 이하)

8) 용  율 : 40.77%(법  100% 이하)

9)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0)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11) 외부마감 : 토벽돌치장쌓기, 합강 , 알루미튬쉬

트 넬, 로이복층유리

12) 주차 수 : 지상주차73 (장애인주차 3  포함)

13) 설    계 : ㈜디아이지건축사사무소

2. 건축계획

2.1 계획개념

HARMONY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 ‘꿈’을 키워가는 학교 /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남도답사1번지’인 강진군에 자리잡은 강진고등학교는 

거 고등학교로서 교육과 기숙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거주에 특화된 공간을 계획하 다.

지 고 차를 조정하여 진입부터 교사동과 기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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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분석

아우르는 보행로를 조성하 고, 각 동을 잇는 연결동선을 

구축하여 동간의 연계성을 강화하 으며 다양한 내외부공

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데 계획개념을 설정하 다. 

그림 1. 계획개념

2.2 대지현황

1) 통경/조망

계획 지는 남서측에서 북동측의 긴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서측을 제외한 삼면이 탁 트인 열린 조망을 보

여 다.

2) 근성

정문과 후문이 있지만 강진읍이 동측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차량  보행자의 부분의 출입은 정문에서 이루어

진다.

3) 존치/철거

교사동을 비롯한 기존 건물 14개동이 존재하 으며 이 

 남학생기숙사, 사택, 다목 강당이 존치되고 나머지 11

개동은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계획이다.

4) 지 벨

기존 운동장과 교사동을 약 11M의 벨차를 보이고 있

었으며 이를 완화하여 보다 편안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하 다.

2.3 배치계획

1) ROAD

정문에서 교사동에 이르는 주진입로를 설정하고 기숙사 

 후문과 연계를 통한 보행로를 조성하 다.

2) DECK

동서로 길게 뻗은 교사동과 기숙사  사택, 그리고 기

존건물간의 사이공간을 확보하여 시각 으로 열리는 효과

를 구 하 다.

3) OPEN SPACE

지의 벨에 맞춰 신축될 교사동, 여학생기숙사와 기

존의 강당  남학생기숙사 사이사이에 다양한 외부공간

을 계획하 다.

그림 3. 배치도

2.4 시설계획

1) 교사동/창의 술센터

각 실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 을 확보하 으며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한 앙홀을 계획하 다.

기능별 조닝을 통해 효율 인 동선과 쾌 한 교육공간

을 확보하 다.

2) 기숙사

릿지를 통해 교육공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 고, 분동

으로 계획하여 리의 효율성을 도모하 다.

3) 시청각실/강당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 교육의 인 라를 

제공하고, 학교의 물 /인  자원을 통한 방과 후 교육활

동을 지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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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설계획

2.5 교사동 평면계획

1) 지상1층

행정 리  어 역을 층에 배치하여 내외부의 안

성을 확보하고, 시청각실  세미나실을 1층에 인 배치

하여 지역주민을 한 개방시설로의 활용도를 높 다.

2) 지상2층

교육공간 과 리공간을 재 소에 배치하여 효율 인 

리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기숙사와 연결되는 릿지를 

계획하여 교육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 다.

3) 지상3~4층

실습공간과 교육공간의 명확한 조닝을 하 으며 홈베이

스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탈의실  Wee클래

스를 계획하 다. 한 정을 계획하여 채   환기, 학

생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다.

그림 5. 교사동 평면도

그림 6. 지상1층 앙홀 

그림 7. 지상3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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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상1층 시청각실 

그림 9. 지상2층 자기주도학습+도서실 

2.6 기숙사 평면계획

지상1층에 학생식당을 계획하여 기숙사와 교사동에서의 

학생 이용 편의를 도모하 으며 지상2층에 교사동과의 

연결 릿지를 계획하여 교육공간으로의 연계성을 강화하

다. 

그림 10. 기숙사 평면도

2.7 사택 평면계획

층별 원룸4개, 투룸1개로 총 지상3층으로 계획하 으며 

교사동, 학생기숙사와 인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  학생 

리의 효율성을 확보하 다.

그림 11. 사택 평면도

2.8 입면계획

강진의 통과 지역성을 고려한 상징 인 이미지를 부

여하기 해 청자의 유려한 곡선을 모티 로 창의 술센

터의 입면을 계획하 다.

그림 12. 외부 경

그림 13. 외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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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외부 경

3. 맺음말

강진고등학교는 성요셉여고와 기존 강진고등학교를 통

합하여 기존 강진고등학교 교사에 증개축을 하는 라남

도교육청의 거 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로젝트다. 

갈수록 농어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들이 소

규모화 되어 교육의 질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어, 농어  

교육을 살리기 한 로젝트로 학교 내 모든 시설을 

화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 하

여 최 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러한 공익 인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계 기부터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자

의 의도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라남도교육청  시설

감리단 계자 분들과 강진고등학교 계자 분들께 감사

의 말 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