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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에서는 매학기 개설된 수업에 해 강의실 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분의 학에서는 년4

회(1․2학기, 여름, 겨울 계 학기) 수작업으로 반복 인 강의실 배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의실 

배정작업은 교수가 선호하는 강의실 는 교과목특성(실험과목  형 강의)이 반 된 강의실 등 다

양한 조건에 의해 강의실을 배정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일일이 강의실을 배정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몇몇 학에서는 강의실 배정작업을 개선하기 해 교수  강의실의 특성을 

고려한 강의실 자동 배정 시스템을 구축을 시도 하 으나, 많은 변수로 인해 여 히 수작업으로 강의

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의실 자동 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법으로 최근 3
년간 기 배정된 강의실 빅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강의실 자동 배정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실 

용한 고려 학교 시스템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문제배경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비하여 학구조개

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은 심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

다. 한 등록  동결, 입학정원 감소 등 학교 운  재원의  

감소로 인해 건물 신축을 통한 강의실  연구실 공간 추

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이다. 이로 인해 학 

내 단과 학 간에는 우선 공간 확보를 해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고 일부 학에서는 “공간조정 리 원회”를 학

본부에 설치하여 공간을 조정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학

에서는 크게 강의 공간, 연구 공간, 행정지원 공간 3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물리 인 공간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에

서는 공간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의 공간은 교수의 선호도(강의실, 강의시간)  과

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배정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으로 수도권의 4년제 학은 학기별로 2000∼5000개의 개

설과목을 운 하고 있으며 매학기 수천 개에 이르는 과목

에 해 강의실을 수작업으로 배정하고 있어 단순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몇몇 학에서는 수업시간  

강의실 체를 자동배정 처리하는 연구  시스템 구축 시

도가 있었으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  강의실

을 자동배정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 용사

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수

업시간에 한 선호정보를 선 입력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하

는 강의실 배정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강의실 배정문제는 

그간 수리최 화[1,3], 메타휴리스틱[2,4,5] 등과 같은 다양

한 방법으로 근을 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강의실 배정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개설과목들을 효

과 으로 할당하기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실제 고려 학교 2016학년도 2학기 강의실 배

정작업에 용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데이터 분석 

   기존 고려 학교의 강의실 배정 차를 살펴보면 강의

시간 변경이 불가한 기 교양과목에 해 강의실을 우선 

배정하고 공과목에 해서는 학과 교수로부터 해당학기 

개설과목  수업시간을 통보받아 후순 로 강의실 배정작

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공과목의 강의실 배정작업은 

지난학기 강의실 배정 정보를 참고하여 단과 학별로 행정

직원들이 모여서 배정 가능한 강의실들을 의 후, 과목 

 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작업으로 강의실을 배정하고 

있다. 고려 학교는 학기당 약 4,000건이 넘는 과목을 개설

∙운  하고 있으며 매학기 개설강좌에 해 수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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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려 학교 최근 3년 강의실 합도  

강의실을 배정하고 있어 강의실 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 인 강의실 자동 배정 구성 요소를 찾기 해 최근 

3년간의 강의실 배정 데이터 분석 작업을 2가지 측면에서 

진행하 다. 먼  강의실 규모 합도를 배정된 강의실 수

용인원에 한 수강인원으로 정의 하고 기존 배정결과를 

살펴보았다. 강의실 규모 합도 측면에서 분석 결과 (그

림 1)과 같이 강의실 합도가 20%∼80% 선에서 넓은 분

포로 강의실을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수강생 수  강의실

의 규모에 한 반 인 검토 작업 없이 수강인원에 맞는 

강의실을 당히 배정한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로 임교원의 강의실 자동 배정 만족도 향상을 

해 강의실 재사용 분포도를 분석하 다. <표 1>와 같이 

년도에 사용한 강의실을 재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으며 평

균 33.1% 정도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교수는 년도에 

수업을 진행한 강의실을 선호하는 편이며 교수의 강의실 

선호도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기술한 내용

과 같이 강의실 배정의 주요요소로 수강인원에 합한 강

의실 배정  담당교수의 선호도가 반 된 강의실 배정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설년도 
(학기)

전임담당 
과목수 1회 2회 3회 

이상
1회 이상
사용률

2013(1) 1510 245 81 177 33.3%

2013(2) 1532 241 86 166 32.2%

2014(1) 1580 243 103 205 34.9%

2014(2) 1541 228 95 200 33.9%

2015(1) 1702 230 93 233 32.7%

2015(2) 1792 235 106 225 31.6%

평균 1610 237 94 201 33.1%

<표 1> 강의실 재사용 빈도수

3. 제안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특성(실험기구 셋   각종 기

자재 설치 필요 등)을 고려한 강의실 배정은 상당한 어려

움이 있고 구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과목이 특정 강

의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강의실을 선 지정 하

으며, 그 외 부분의 과목들에 해서 과목별 선호건물 

정보를 입력받아 본 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강의실 자동배정을 시행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최근 3년간의 강의실 배정 데이터자료 

분석을 통해 강의실 배정 시 우선순 결정을 해 (그림 

2)와 같이 선호건물, 강의실 합도(강의실규모 비 수강

인원 비율), 담당교수 합도(최근 3년간 강의실 재사용 빈

도수)를 고려하 다. 

(그림 2) 강의실 배정 우선할당 순  배   

 선호건물의 배 은 1순 에서 3순 까지 배 을 구성하

고, 강의실 합도의 경우는 강의실 합도가 75%∼85% 

사이를 최고 을 부여하여 수강인원 비 강의실 규모가 

80%선에 가장 많이 배정되도록 하 다. 한, 강의실 재사

용 빈도수를 고려하여 강의실 배정으로 인한 불만족 사항

을 고려하고자 담당교수 합도를 우선순  배 에 활용하

다. <표 2>에서 제시한 시와 같이 비록 선호건물배

이 2 이지만 강의실 합도  담당교수가 합도가 높은 

경우 C 강의실에 배정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A강의실 B강의실 C강의실
선호건물 3 3 2

강의실 적합도 2.1 2.1 2.5
담당교수 적합도 1 0 2

계 6.1 5.1 6.5

<표 2> 강의실 배 별 강의실 배정 시

추가 으로 형 강의실에 은 수강인원이 배정되는 경우

의 수를 이기 해 <표 3> 와 같이 강의실 규모에 따른 

강의실 배정 가능 과목을 제한하 다.

강의실 규모 배정가능 인원
200석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45%(90명) 이상
100석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40%(40명) 이상
50석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25%(13명) 이상
50석 미만 강의실 수용인원 이하

<표 3> 강의실 규모에 따른 배정가능 인원

   

 다음은 이상의 우선순  배  기 을 바탕으로 제안한 강

의실 배정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알고리즘 설명을 해 다

음과 같은 집합과 인자를 정의한다. 

집합  인자

 : 강의 집합 

 : 강의실 집합

 : 강의시간 집합

 : 강의 ∈이 지정한 선호시간(집합) 


 : 강의실배정 o단계에서 강의 ∈를 배정할 수 

있는 강의실 집합 (⊂ ) 

  : 미배정 강의 집합

 : 강의 ∈가 강의실 ∈에 배정되었을 때

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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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배정 차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 2단

계는 교수가 선호하는 선호건물을 상으로 강의실을 배정

하고 3, 4단계는 선호건물에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 선호건

물의 인  건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의실을 배정

하 다. 한 학부 강의는 학부가 주로 사용했던 강의실에 

학원 강의는 학원이 주로 사용했던 강의실에 배정하기 

해 학부/ 학별원 별 강의실 최근 3년간 사용률로 차수

를 구분하 다. 따라서, 크게는 각 단계별 차이는 과목별 

배정의 상이 되는 강의실 집합의 차이만 있으며 세부

인 강의실 배정 차는 동일하다. 먼  (그림 3)은 각 단계

별 강의실 배정 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단계 에서의 강의실 배정 순서도

먼  입력된 강의목록을 강의실 배정 우선조건에 따라 정

렬한다 (①). 를 들어, 임교원의 경우 임용일자 순으로 

우선 할당하여 연령 가 높은 교원이 선호하는 강의실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 다. 그리고, 각 강의별 강의실 배정이 

가능할 경우 기본 으로 배 이 높은 강의실에 해당 강의

를 배정하지만 (②), 실제구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

가 으로 고려하 다. 강의실 배정에 있어 특정강의실에 

편 되게 강의실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우선 배정 강의 할

당 배 을 고려 한 강의실 균형배정을 용하 으며, 임

교원의 경우 2개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배정 만족도 

향상을 해 같은 강의실에 우선 배정하 다. 이후 강의 

의 시간 에 강의실 가 배정되었으므로, 타 강의들이 같

은 시간 에 강의실 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③).  

  매 단계별로 강의실 배정조건들을 달리하여 (그림3)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이후 강의실을 배정받지 못한 

과목들에 해 (그림 4)의 과정을 수행한다. 본 과정에서는 

강의실을 배정받지 못한 강의 ∈ 에 해서 해당강의

를 배정할 수 있는 강의실 ∈∪들에 이미 배정받은 

강의 ′들을 상으로(④), 만약 강의 ′를 배정할 수 있는 

강의실들  배정 가능한 빈 강의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 배 을 고려하여 강의 ′를 빈 강의실로 재배정하고 강

의실 미배정 강의 를 강의 ′를 배정했던 강의실로 배정

함(⑤)으로써 강의실 미배정 강의들의 강의실 배정을 진행

한다. 

(그림 4) 미배정 강의 강의실 배정 순서도

4. 배정 결과  분석

   3 에서 기술한 강의실 배정 알고리즘을 Oracle 

Database 와 Oracle procedure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고려 학교 2016학년도 2학기 강의실 자동배정에 실제 

용하 다. 

항목 수치
개설과목 수 4,108

배정요청 건수 2,331
배정요청비율 56.7%
선지정 건수 1,543
미입력 건수 234
배정 건수 2,292

미배정 건수 39
선호건물배정 건수 2,183
선호건물배정비율 93.7%
인접건물배정 건수 109

<표 4> 2016년 2학기 강의실 배정 황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총 4,108건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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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1,543건은 선 지정(강의실 사  입력) 하 으며 

2,331 과목을 자동 배정하 다. 주로 실험·실습 과목  단

과 학의 특성상 반드시 해당 강의실을 사용해야 되는 경

우 강의실을 선 입력 하 다. 2016년도 2학기 자동배정 결

과를 살펴보면 선호건물에 배정비율은 93.7% 이며, 따라서 

다수의 과목이 선호건물에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른 학의 경우 강의실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학 내의 건물  강의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선

호하는 건물로 배정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한 (그림 5)를 살펴보면 강의실 합도 측면에서도 

강의실규모 합도가 70%∼80% 가 가장 많이 배정되어 

효율 인 강의실 배정이 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2016년 2학기 강의실 합도 

   본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담당교수 합도 항목 

용·미 용 시의 변화  강의실 합도의 배  조정에 따

른 변화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먼  담당교수 

합도 분석에서는 <표5>와 같이 담당교수 합도를 용

한 경우 약 34% 정도가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실에 배정되

어 강의실 우선배정 요소로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담당교수 합도를 용한 경우가 미 용한 경우 

보다 19% 정도 담당교수가 기존에 강의했던 강의실에 배

정되어 교수 선호도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담당교수 
적합도 적용

담당교수적합
도 미적용

전임이 담당하는 과목 수 1,271

1회 재사용 과목 수 256 128

2회 재사용 과목 수 108 44

3회 이상 재사용 과목 수 60 22

합계 426 194

비율 34% 15%

<표 5> 2016년 2학기 교수 적합도 적용여부에 따른 
결과비교

   두 번째로는, 강의실 합도 배 의 변동이 강의실 배

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6)은 강의실 합도 

배 을 95%∼100%구간을 최고 으로 순차 으로 용 했

을 때 강의실 배정 분포도이며, 강의실 합도 배  용

에 따라 강의실 배정 황이 바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교수 합도, 강의실 

규모  수강인원 분석을 통해 배  조정을 통해 각 학교

별로 합한 배 기 을 선별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6) 배 조정에 따른 2016년 2학기 

강의실 합도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강의실 자동배정을 

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고려 학교 2016년도 2학기 강의

실 배정에 용한 결과 실제 운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결

과가 나온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에서 

행정효율화 측면에서 강의실 자동배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지만 과목 는 교수  강의실 특성을 부 고려해서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 밝힌  와 같이 수업시간  특정 강의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과목은 강의실을 선지정하고 나머지 

강의에 해 자동배정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알고리즘은 추가 인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성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데이터 축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강의실 배정 알고리즘이 나올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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