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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학 기숙사 공실 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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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Dormitory: A Case Study for Univers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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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숙사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특정 공용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실 배정에 대해
고려한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학년에 따른 이용 빈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개인 공실에서 특정 공용 공간까지
의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정수계획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각 공실의 최대 허용 인원을 제한하고 하나의 공실에는
같은 학년으로만 배정되도록 제약하였으며, 제시된 모델은 공급사슬관리에서 다루는 입지 선정 문제와 유사함을 보여준
다. 사례 연구를 위하여 제시된 정수계획법 모델을 A대학교 기숙사에 적용하여, 소규모 그룹에 대한 공실 배정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정 공용 격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저학년 학생일수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고학년부터 공실 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저학년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때 벌과비
용을 목적함수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공용 공간에 대
한 학생들의 복합적인 요구들에 부합하도록 공실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oom assignments to improve accessibility in a university dormitory 
depending on the student grade, taking into account frequency of using a certain common space. An 
integer programming model is presented to minimize the total moving distance from the common space
to the students' rooms for accessibility. The model also constrains the maximum capacity of a room, and
disallows different grade students to be assigned to the same room. This model is similar to a facility 
location problem used widely in the supply chain management field. Applying our optimization model 
to a small group at the dormitory of Unversity A as the case study, our results indicate that lower grade
students are assigned rooms closer to the common space due to their higher frequency of using that 
space to guarantee high accessibility. Moreover, if higher grade students are prioritized to select their 
rooms, we suggest an objective function that imposes a penalty in cases when lower grade students select
rooms with priority.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we propose assigning rooms to students in a 
dormitory by considering their complex requirements and convenience to use the comm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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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 기숙사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숙식

을 제공하는 공동주거체계를 말하며, 학생 개개인이 거주
하는 사적인 공간 이외에도 공용 공간이 있다. 공용 공간
이라 하면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휴게실, 
매점, 식당, 자습실, 세미나실, 창고, 체력단련실, 컴퓨터
실 등을 말한다. 대학생들의 성별 및 전공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공용 공간과 그 횟수가 다르며, 공용 공간의 위
치가 이용정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1]. 또한, 교육 측면
에서 대학 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수준이 양호할수록 학
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 대학생의 거주형
태는 대학교육에서 의미 있는 교육환경 변인이다[3]. 따
라서 대학기숙사에서 대학생들 개개인이 만족하는 공용 
공간의 위치와 개인의 거주형태가 결국 학업성취도와 밀
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A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장하고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공용 공간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기숙사의 방을 
배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제안한다.

1.2 관련 연구 현황
대학에서의 기숙사의 중요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숙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Baik and Keum[2]가 대학기숙사의 전반
적인 시설수준이 양호할수록 거주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통해 기숙사 공간은 거주공간일 뿐 아니라 
학업공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다. 생활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연구로서 Song and Roh[4]는 거주 후 평가 방
법을 이용하여 대학 기숙사 사용자의 만족도 및 행태조
사를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으며, Jeon[3]은 대학생 거주
형태의 차이에 따른 대학 몰입 수준 격차를 살펴보고 우
리나라 기숙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Kim 
et al.[5]는 현재의 대학기숙사 공용 공간 구성과 공간 활
용도에 따른 만족도와 선호도를 파악해 향후 대학 기숙
사의 공용 공간 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Kim and 
Hwang[6]은 기숙사 내부시설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
시한다. Kim and Oh[7] 또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학생
들에게 학업 및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Kim et al.[8]의 연구는 기숙사 시설의 

업무 요소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예
방적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Lee et al.[9]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대학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숙
사의 주거 환경이 학업성취도, 몰입 수준 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분야와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와 그에 대
한 개선 방향을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 문제를 공학적으로 접근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 생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용 공간으로부터 
개인의 공실을 배정하는 문제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며, 수
리적 최적화 모델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측면에
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2. 모델 수립

개인별로 특정 공용 공간에 이용 빈도가 상이함을 고
려한 상황에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공용 공
간으로부터 개인의 공실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공
실을 배정하는 문제를 수리적 모델로 나타낸다. 이를 위
하여 Moon and Jung[10], Lee et al.[11]에서 제시하
는 모델을 참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집합/기호, 데이터 
및 결정변수를 도입한다.

<Sets/Indices>
∈ :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집합
∈ : 공실에 대한 집합
∈  : 학년에 대한 집합

<Data/Variables>
 : 번째 공실에서 공용 공간까지의 거리

 : 학년 학생 의 공용 공간 이용 횟수

 : 번째 공실에 배정된 학년 학생 의 

       공용 공간 이동 총 거리 ( )

 : 번째 공실의 최대 거주허용 인원수

 : 학년 학생의 총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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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xample layout for a small group of University A’s dormitory

<Decision Variables>

   학년학생 가번째공실에배정 그렇지않은경우
   학년이번째공실에배정 그렇지않은경우

정의된 집합/기호, 데이터 및 결정변수로 표현되는 총 
이동거리 최소화 목적의 기숙사 공실 배정 모델은 다음
과 같다.

Minimize 
∈∈ ∈ (1) 

subject to 
∈ ∈

  ∈ (2)


∈
 ≤  ∈ ∈ (3)


∈∈

  ∈ (4)


∈
   ∈ (5)

∈  ∈ ∈ ∈ (6)

∈  ∈ ∈ (7)

목적함수 (1)은 모든 학생들의 공용 공간과 개인 공실 
간의 총 이동거리 합을 최소화한다. 제약조건 (2)는 모든 
학생들이 정확히 하나의 공실에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
며, 제약조건 (3)은 각 공실의 최대 수용인원을 제약한다. 
제약조건 (4)는 학년  인원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며, 제

약조건 (5)는 하나의 공실에는 동일한 학년끼리만 배정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약조건 (6), (7)은 결
정변수가 0 또는 1이 되도록 제약함으로써, 본 모델은 이
진 정수계획법(binary integer program)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모델은 용량제약을 갖는 입지 선정 문제
(CFLP: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와 유
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12]. 일반적으로 CFLP는 공장
의 입지여부에 따른 고정비용과 설치된 공장으로부터의 
수송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며 여기서 모든 수요자들의 수
요량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삼는다. 만약 
각 수요자가 단일 공장으로부터 수요량을 만족하여야 하
는 제약이 따를 때, 본 모델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본 모델은 CFLP와 비교할 때 제약조건 (4)가 추가적으로 
고려된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CFLP의 최적해를 도출
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정수계획법 문제의 
해법은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에 비해 매우 어려
우므로 향후 대형 최적화(large-scale optimization)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CFLP를 푸는 알
고리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A대학교 사례 연구

3.1 A대학의 특징 및 공실 배치 형태
A대학교는 학년 간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저학

년일수록 공용 공간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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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d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assigned to each room by applying objective (8)

있다. 공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주로 기숙사 전
반의 청결정리, 물품 정리, 각종 조사 등이다. 따라서 엄
격한 위계질서 하에서 저학년 위주로 공적인 작업이 진
행되므로 저학년이 공용 공간으로부터 멀리 이격될수록 
작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위
해 저학년일수록 공용 공간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배정받
도록 공실을 할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A대학교 기숙사는 지상 6층 건물로서 전 학
생이 이용하는 식당, 목욕탕, 이발소, 체력단련실 등의 복
지시설이 위치한 2개의 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실질
적인 기숙사 공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 8개 단위 소
규모 그룹으로 학생들이 구분되며, 각 단위그룹에 주어지
는 공실로써, 2인실 21개, 4인실 10개가 있고 소규모 그
룹의 공용 공간으로 이용되는 휴게실, 세미나실, 창고(분
리수거장), 세탁/건조실이 구비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학년에 따라 이용 빈도가 다른 가장 대표적인 공용 공간
이 창고(분리수거장)이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여 고려하
는 공용 공간이다. 또한 학년 간 위계 구분이 확실하므로 
하나의 공실은 같은 학년끼리만 생활하며, 고학년으로 갈
수록 2인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8개 단위 소규모 그룹은 각각 동일한 형태의 공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소규모 그룹에서만 공실 배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를 모든 소규모 그룹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하나의 소규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공실의 배치 형태를 바탕으로, 2장
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Fig. 1
은 하나의 소규모 그룹이 보유한 공실의 배치 형태를 나
타낸 예시이다.

3.2 입력변수 및 데이터
주요 입력변수로 고려되는 학생 수, 공실 수 및 학년은 

각각 69명, 27개, 4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용 공간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작업공간은 
Fig. 1의 Work room에 해당하며, 각 공실로부터 작업
공간까지의 거리는 격자 1개당 1로 계산하여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는 학년별 평균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1학년 8회, 

2학년 6회, 3학년 4회, 4학년 2회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와 를 통해   를 계산할 수 있다. 다

음으로 각 공실의 최대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의 경우, 

 ∼는 2인실,  ∼  은 4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각 학년의 총 인원 수를 나타내는 
는 1학년 19명, 2학년 18명, 3학년 18명, 4학년 14명으
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변수 는 총 384개, 는 총 
108개이며, 제약조건 (2)~(5)는 총 208개인 것으로 나타
났다.

        
12 10 8 6 4 10 6 8 10

        
11 10 9 8 7 6 6 7 8

        
9 10 11 6 7 8 9 10 11

Table 1. The input variab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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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해 도출 결과 및 분석
3.2절의 입력변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1)~(7)

의 이진 정수계획법의 최적해를 GAMS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13]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최적 목적함수 값은 2688로 나타났으며, Table 2는 
학년 학생 가 할당된 공실(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학년 학생 1은 24번 공실에 할당되었음을 뜻하며, 1학
년은 19명, 2학년 및 3학년은 18명, 4학년은 14명이므
로, Table 2의 빈 공간이 나타난다. 동일한 공실에 다른 
학년들이 할당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결과 하나
의 공실에는 같은 학년으로만 배정되었으며, 각 공실에 
배정된 학년은 Table 3에 나타난다. 

\ 1 2 3 4 \ 1 2 3 4
1 24 13 25 2 11 16 8 6 20
2 4 23 9 21 12 22 3 6 2
3 4 23 19 2 13 5 18 11 10
4 16 8 11 20 14 7 14 9 27
5 5 17 19 21 15 4 3 25 -
6 4 17 6 10 16 5 18 26 -
7 7 13 12 1 17 15 3 9 -
8 7 14 9 1 18 22 3 26 -
9 5 8 6 27 19 7 - - -
10 15 8 12 2 - - - - -

Table 2. Optimal results of room assignment for 
students

        
4 4 2 1 1 3 1 2 3

        
4 3 3 2 2 1 1 2 2

        
3 4 4 1 2 1 3 3 4

Table 3. Grades assigned to each room 

A대학교 사례연구 결과, 공용 공실(Work room)로부
터 가까운 공실일수록 저학년, 먼 공실일수록 고학년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학년이 19명이므로 1학
년 1명은 룸메이트 없이 대로 에 배정되었으며, 

에 할당된 2학년 2명보다 공용 공실로부터 먼 곳에 
배정되었다. 이는 총 이동거리 계산 시 학생 수가 함께 
고려되었으므로 이런 배정 결과가 목적함수 값을 더욱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4 벌과비용을 고려한 목적함수
∼는 4인실,  ∼  은 2인실인 점을 볼 

때 학년 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A대학교에서, 고학년(3~4
학년)이 4인실에 배정되고 저학년(1~2학년)이 2인실에 
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고학년
에게 2인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자 한다면, 식 (8)의 
목적함수를 적용하여 저학년이 2인실에 배정될 때 벌과
비용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

 
∈

∈
   

(8)

여기서 는 2인실의 집합이며, 은 Big-M을 의미

한다. 따라서 2인실에 1~2학년이 배정되면  
의 벌과가 부과되어 목적함수값이 더욱 증가하게 됨으로
써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목적함수 (8)을 적용하여 최적해를 다시 도출한 결과
(  으로 설정), Fig. 2의 배치도와 같이 배정되
었으며, 각 공실에 배정된 학년은 Table 4와 같다. 결과
에서 나타나듯이 공용 공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
터 저학년이 배치되었으며, 저학년이 4인실, 고학년이 2
인실을 쓰도록 배정하였다. 이 때 2학년 18명 중 16명은 
4인실 4개를 배정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4인실이 부족
하여 공용 공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2인실을 배정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1학년은 19명이므로 1개 공실은 3
인이 배정되었다. 또한 최초 최적해의 목적함수 값이 
2688이었으나 목적함수 (8)을 적용한 결과 2848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2인실에 대한 고학년 우선적 배정이
라는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2 1 1 1 2 1 1 2

        
4 4 4 3 3 3 3 3 3

        
3 4 4 2 3 3 4 4 4

Table 4. Revised grades assigned to each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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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숙사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특정 
공용 공간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실 배정
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접근성 향상을 수치화할 수 있도
록 학생들의 개인 공실에서 특정 공용 공간까지의 총 이
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채택하는 정수계획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적화 모델에서 학년에 따른 
이용 빈도의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공실의 최대허용 인원 
제한 및 하나의 공실에는 같은 학년으로만 배정되도록 
제약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제시된 정수계획법 모델
을 A대학교에 적용하여 소규모 그룹에 대한 공실 배정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정 공용격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저학년 학생일수록 가까운 곳에 배정됨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A대학교 사례에서는 각 공실과 
창고와의 거리, 학년별 이용 빈도수 등을 임의로 생성하
여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공용 공
간에 대한 학생들의 복합적인 요구들에 부합하도록 공실
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대학
교 사례는 소규모의 공실과 학생수를 적용하여 직관적으
로도 공용 공실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학년이 배치되도록 
배정할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질 수 있
으며, 최적화 모델의 필요성이 퇴색될 수 있다. 그러나 학
생수와 공실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 배정 문제를 수작업
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노력을 
소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델의 효용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모델을 일부 변형하거나 각 학교 
또는 기관에서 요구되는 제약사항이나 고려사항들을 추
가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일 특정 공용 
공간과의 거리만 고려하여 공실을 배정하였으며, 다수의 
공용 공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화된 모
델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수계획
법 모델의 해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형 최적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알고리즘 또는 휴리스
틱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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