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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모델링을 통한 강의실 배정문제 해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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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modeling approach for classroom assignment problem

Namsu Ahn
Department of Machinery and System Engineering, Korea Military Academy

요  약  최근 한국의 교육인구가 격히 감소함에 따라 학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연계한 
문 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의 변화, 즉 기존의 일률 인 2년제 학제에서 3년제로의 학제 환,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근로자 
학  수여, 산업체 근로자 야간 탁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기에 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상  내용의 변화는 

한정된 강의실을 히 공과목에 배정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강의실 배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의실 
배정을 해 수해야 하는 제약을 반드시 수해야 하는  제약과 가능한 수 해야 하는 상 제약으로 구분하고, 이를 
수리 으로 모델링 하여 최 화 소 트웨어를 통해 최 의 강의실 배정을 하 다. 제약에는 한 강의실에 2개 교반 이상 
배정이 되면 안 되는 등과 같은 물리 인 제약들이며, 상 제약은 교수의 편의성을 고려한 강의 시수 배정 등과 같은 논리

인 제약이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으며 기존의 사람을 통한 강의실 배정보다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강의실 활용률과 교수 만족
도) 월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education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rapidly declining, many changes have beentaking
place in the university environment. Especially, community colleges linked to local communitieshaveresponded to 
these crises through various educational changes, such as three-year study transfers, work-parallelism, and employee
commissioned education. However, such changes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are causing a new type of classroom
allocation problem,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ssign the limited number of classrooms to the major courses. In this
paper, we classifiedthe constraints involved in assigning classrooms into absolute constraints and relative constraints,
mathematically modeled them, and allocatedthe classrooms optimallythrough optimization software. The results were
satisfactory and enabled us to obtain superior results in terms of thevarious performance indices (classroom utilization
rate, teacher satisfaction, etc.) than when assigning classrooms in the norm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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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학령인구의 속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빠른 변

화는 국내의 학들에 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이
미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2018년부터는 입정원과 
입학자원의 역  상이 발생할 것으로 측되며, 2023
년경에는 입학자원이 재의 55만여 명에서 40여만 명

으로 속히  것으로 단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의 정원을 학교간 통폐합, 

야간정원 감축, 폐교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는 방
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학 구성원의 생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진통이 

상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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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노출되는 문 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교육의 상, 내용  커리큘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2].
먼  최근 몇 년 부터 일부 문 학의 학과는 2년

제에서 3년제로 학제를 환함으로써 입학정원을 자연
으로 이는 방법을 선택하 다[3]. 물론 이는 사회
으로 국내외 자격 기 이나 직업 능력 기 이 상향되어 

보다 고 의 문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진 측면도 존

재한다.
한, 많은 문 학이 고등학생 신입생이 아닌 다

른 형태의 신입생, 즉, 산업체 신입직원이 회사에서 
OJT(On the Job Training)를 받고 주  1회 정도 학
에서 OffJT(Off the Job Training)를 통해 문학사 학
를 부여하는 일학습병행제 학 과정[4], 산업체의 추
천을 받아 고졸 출신의 장직 근로자에게 야간에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체 근로자 탁교육제도[5], 
그리고 소기업 장기 근로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

기 한 소기업 계약학과 제도[6]등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외 환경의 변화는 실제 해당 학과

를 운 하는 임교수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는

데, 그건 바로 공과목 강의실을 배정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수업연한이 2년제로 고정되었고, 학 재학

생을 상 로 하는 수업을 제외한 일학습 병행제, 탁교
육제도, 계약학과 제도 등의 수업이 없음에 따라 과거에 
작성된 시간표를 업데이트하는 수 에서 강의실 배정 업

무가 간단히 끝났다. 그러나 재는 학교 내외의 제도  
여건이 격히 변하는 과도기임에 따라, 과정별 소요과
목을 산출하고 한정된 개수의 강의실을 하게 배정하

는 일이 매우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업무로 바 었다.
일반 으로 학과에서 강의실을 할당하기 해서는 먼

 개설 정인(혹은 필수로 개설해야 하는) 공과목들

에 해 정년트랙 혹은 비정년트랙 교수들 섭외해야 하

며, 두 번째로 각 정년트랙 혹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선
호 혹은 비선호 강의시간 를 악하고 학교의 공통 교

양과목 시간 를 확인해야 한다(이는 교양과목 시간 에

는 공과목 강의를 할당하지 않기 해서이다). 세 번째
로 과목별로 실습실이 필요한 과목들을 구분하여, 해당 
과목들은 실습실로 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일 시간· 동일 강의실에 2개 이상 과목이 할당되면 안 
되며, 한 학년이 동일 시간에 2과목 이상 할당이 되면 안 

된다. 
강의실을 배정할 때 어려운 부분은 각 정년트랙 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선호 혹은 비선호 강의시간 를 

으로 반 하여 작성이 불가할 경우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과 강의실이 부족하여 타과 강의실을 여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한 게 발생토
록 시간표를 작성하면 좋으나, 수작업을 통한 강의실 배
정으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강의실 배정문제를 한정된 자원을 합리 으로 할당하

기 한 수학 인 문제로 보고 근을 한 연구는 크게 

국외에서 연구한 논문과 국내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  국외에서는 강의실 배정을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강의실 배
정에 연구에 한 조사 논문이 발표되었다[7]. 연구들은 
문제의 크기가 작은 학 는 학과 단 의 강의실 배정

문제는 정수계획법을 통해 해를 찾았으며[8, 9], 학 모
든 학과의 강의실 배정처럼 문제의 크기가 커졌을 때는 

문제를 나 거나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용을 통해 해

를 찾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10, 11]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12]에서는 여러 형태의 

강의실 할당 문제에 용 가능한 일반 인 형태의 정수

계획모델을 제시하 고, 해당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상당수의 기존연구는 과목을 강의실에 할당시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

으로 수리  모델링을 하고 휴리스틱 등의 방법을 사

용하여 해를 구하 다. 
국내에서는 상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

며[13, 14], 이러한 연구들은 문 학의 강의실 배정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과목 운   비정년 트랙 교원의 강의시

수 등과 같은 학 강의환경의 변화  문 학 강의형

태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실

제 강의실을 배정하기 해 고려해야 하는 물리 인 제

약과 논리 인 제약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강의실 배정
을 수리 인 모델을 통해 해결하기 한 수학 인 기호

와 모형을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실제 강의실을 과거의 
사람이 수행했던 방식과 수리 인 모델을 통해 수행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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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차이를 표 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기술하 다.

2. 강의실 배정시 고려사항

4년제 학과 달리 많은 문 학의 공과목 강의실 

배정은 학교본부 차원에서 종합 으로 수행하지 않고, 
학과에서 보유한 학과 강의실을 상으로 수행한다. 모
든 학년은 략 1학기 21학  기 으로 공과목 18학

(3학  6과목)과 교양과목 3학 의 수강(상담과목 포
함)을 권장한다. 교양과목은 학본부에서 특정 요일·특
정 시간 에만 개설하므로 학과 입장에서는 공과목에 

한 강의실 배정만 수행하면 된다. 본 장에서는 학과에
서 강의실을 배정하기 한 차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을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를 환한 특정 문

학·특정 학과의 공과목(모든 공과목은 3학  3시간
이 기 이다.) 강의실 할당사례를 상으로 하 고, 재
의 할당 차는 Fig. 1과 같다.
일단 해당 학에서는 특정 요일·특정 시간 는 교양

과목들의 시간 배정을 해 공과목의 강의실 배정을 

할 수 없으며,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집단상담을 해 마
찬가지로 특정 요일·특정 시간 에는 공과목의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과목의 강의실 배정을 해서
는 먼  배정을 할 수 없는 요일들의 시간 를 악해야 

한다.
이후 략 인 휴학생과 복학생 수를 고려하여 분반

을 편성해야 한다. 분반은 략 30여 명의 학생을 기
으로 하며, 본 논문 상 학과의 경우 1학년의 경우 3개
의 분반(1A, 1B, 1C), 2학년의 경우 2개의 분반(2A, 
2B), 3학년의 경우 1개의 분반(3A) 등 총 6개의 분반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교수의 형태별로 강의시수, 강의과목, 

PC 실습실 필요 유무 등을 악하여 아래와 같은 

<Table 1>을 완성한다. 일반 으로 정년 트랙교원은 9
학 , 비정년 트랙교원의 경우 6학 을 기본으로 배정한

다. 시수배정은 외래교수의 시수 6학 을 먼  채우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교원의 시수를 가감하는 형태로 

조정하고 있다.

Fig. 1. Typical Classroom Assignment Procedure

Major Courses
(Class)

Professor in 
Charge

Need for PC 
Lab.

Intro. to Industrial 
Engineering(1A) Kwon

Intro. to Industrial 
Engineering(1B) Kim

...

ERP Production/Logistics
(2A) Gu ○

Table 1. Courses-Professors Matching Table

다음으로는 정년  비정년 트랙교수들의 선호시간  

혹은 비선호 시간 를 강의실 배정에 반 해야 한다. 일
반 으로 비정년 트랙교수들의 경우 별도의 직업이 있고 

부가 으로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6학 을 배정할 때 

가능하면 하루(오  3시간, 오후 3시간)에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임교수들의 경우 강의 
부담으로 인해 가능한 하루에 3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것
을 선호한다. 하지만, 임교수들의 일일 강의 시간은 외
래교수의 편의를 해서는 조정될 수 있다(하루 6시간 
이상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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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Explanation
 Set of courses
 Set of courses for class i division


 Set of courses which are designated for non 

tenure-track professor i


 Set of courses which are designated for tenure-track 

professor i

 Set of courses which require PC lab.

 Set of courses which does not require PC lab.

 Set of lecture rooms

 Set of PC laboratories

 Set of general lecture rooms

 Set of time slots

 Set of timeslot which cannot be assigned any courses

 Set of non tenure-track professors

 Set of tenure-track professors

Mon. Set of timeslot for Monday(morning, afternoon)

Tue. Set of timeslot for Tuesday(morning, afternoon)

Wed. Set of timeslot for Wednesday(morning, afternoon)

Thr. Set of timeslot for Thursday(morning, afternoon)

Fri. Set of timeslot for Friday(morning, afternoon)

Table 3. Symbol for Mathematical Modeling

이후 단계는 실제 강의실을 요일별 시간표에 맞추어 

할당하는 단계로써, 이론 공과목은 이론 강의실에, PC 
실습이 필요한 공과목은 PC 실습실로 배정한다. 술

한 바와 같이 최근 일학습 병행제, 산업체 탁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강의실이 부

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론 과목이지만 PC 실습실로 배
정해야 한다면, 는 반 로 PC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지
만 이론 강의실로의 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타
과의 강의실을 사 에 여 신청해야 한다. 타과 역시 강
의실이 충분치 못하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필요한 강의실 

수를 확인하고 여 신청해야 학과 강의 진행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상 학과의 경우 이론 강의실 4개(401, 

404, 405, 409), PC 실습실 2곳(421, 422)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강의실은 최  4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요일별, 학년별, 분반별 강의실 

배정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은 형태로 표 되며, 실
에서는 담당 교수들의 회람  조정을 통해 강의실 배정

을 최종 으로 확정한다.

Week
days Class Morning

(Classroom)
Afternoon

(Classroom)

Mon.

1A Intro. to IM(401) Excel(422)
1B No Class Industrial Safety(409)

1C Industrial 
Safety(409)

Intro. to 
Accounting(401)

2A Work 
Measurement(404) No Class

2B Electrical 
Safety(405)

Process 
Management(405)

3A ERP (421) No Class
......

Fri.

1A Intro. to 
Accounting(401)

No Class

1B Excel(421)
1C

2A Human Resource 
Mgt.(405)

2B Human Resource 
Mgt.(409)

3A Value Engr.(404)

Table 2. Course-Classroom Matched Timetable

3. 강의실 배정을 위한 수리적 모형

3.1 수학적 기호

본 에서는 강의실 배정을 한 수리  모형을 작성

하기 한 몇 가지 수학  기호를 소개하고자 한다.

각 기호는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는 개설 정인 

체 공과목을 나타낸다. 공과목은 강의실 배정을 

해 교반 기호와 함께 붙여 과목을 표기한다. 를 들어 

산업공학 개론 1학년 A반의 경우, IE 1A로 나타내는 식
이다. 는 교반 i의 공과목들을 나타낸다. 를 들어 

3학년 A반의 경우() VE 3A, ERP 3A, QM 3A 등이 

해당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다.
와 

는 각각 

비정년 트랙과 정년 트랙 교수 i의 담당 공과목을 나

타내고,  와  는 각각 PC 실습실과 이론 강의

실로 배정되어야 하는 공과목을 나타낸다. 은 체 

강의실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 PC 실습실

과 이론 강의실을 나타낸다. 는 공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체 시간 를 가리킨다. 모든 공과목은 3시간을 
이어서 강의하고, 오  10시부터 1시 혹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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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11)


∈  ∈

   ∀∈ (12)


∈ 

   ∀∈ (13)

 


∈∈∈

   ∀∈ (14)


∈  ∈

 
    ∀∈ (15)


∈∈∈

 
 

≤
∀∈ (16)

 
  

  ∈ ∀∈,
∀∈ ∈ (17)

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 는 총 10개이다. 는 
공과목을 공통교양 혹은 상담수업 진행을 해 배정할 

수 없는 시간 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비정
년 트랙교수들과 정년 트랙 교수들을 나타낸다. Mon.부
터 Fri.는 요일별로 공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 들

의 집합인데, 요일별로 오 과 오후 2가지 시간 만을 

원소로 포함한다. 

3.2 0-1 이진정수 수리적 모델

본 에서는 3.1 에서 정의되고 설명한 기호들을 사
용하여 강의실 배정을 수행하기 한 수리 인 모델을 

0-1 이진정수 모델로 나타내고자 한다. 
먼  의사결정변수를 정의하고, 정의된 의사결정변

수를 사용하여 강의실 배정을 수행하기 한 여러 제약

조건을 표 하고, 마지막으로 목 함수를 표 하고자 

한다.
1단계로 의사결정변수를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과목가시간에강의실로배정시 그외의경우

   이론과목가시간에실로배정시 그외의경우


 










과목가시간에강의실로배정하여정년트랙교수가하루에시간강의를하는경우
 그외의경우

   비정년트랙교수의강의요일이일시 그외의경우

 의사결정변수들을 활용하여 제약조건들을 표 하

면 다음과 같다.

제약식 (1)은 개설하기로 한 과목은 반드시 강의실과 
강의시간 가 할당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제약식 (2)는 
특정 시간 ·강의실에 강의를 복으로 할당하지 말아
야 함을 나타낸다. 제약식 (3)부터 (8)은 각 학년의 분반
별로 특정 시간 에 교과목들이 복으로 할당되지 않

아야 함을 의미하며, 제약식 (9)와 (10)은 교수가 특정 
강의 시간에 교과목을 2개 이상 할당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낸다. 제약식 (11)은 사 에 교양과목과 상담과목으

로 결정된 시간 에는 공과목이 배정될 수 없음을 의

미하며, 제약식 (12)는 PC 실습실이 있어야 하는 과목은 
PC가 갖춰져 있는 강의실로 배정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제약식 (13)과 (14)는 비정년 트랙 교수들의 강의일은 
일주일  하루로 선택하고, 해당 요일에는 2과목 배정
(6시간, 즉 오 과 오후 각 3시간)을 표 하는 데 필요

하다.
제약식 (1)부터 (14)는 강의를 진행하기 한 기본

인 요구사항들을 나타낸 것으로 반드시 수되어야 하는 

 제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제약식 (15)는 이론 공과목은 이론 강의실에 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론 강의실 부족으로 배정이 못 

되어 해를 못 찾게 되면 추가변수 
 가 1의 값을 갖도

록 표 하 다. 제약식 (16)은 정년 트랙 교수의 경우 하
루 한 과목 이하의 과목 배정을 선호하지만, 비정년 트랙 
교수의 일정을 우선하여 반 함에 따라 하루에 2과목의 

강의를 진행할 때는 추가변수 
 가 1의 값을 가진다(사



수리적 모델링을 통한 강의실 배정문제 해법에 관한 연구

585

Day of 
the Week Class Morning

(Room #)
Afternoon
(Room #)

Mon.

1A IE(401) IS(401)
1B IS(404) IE(404)
1C AP(409) ME(409)
2A ES(405) WM(405)
2B ERP-I(421)
3A CAD(422)

Tue.

1A AP(405) ME(401)
1B ME(404) AP(404)
1C SQC(401) MA(421)
2A ERP-I(422)
2B ES(405) WM(405)
3A MA(421) VE(422)

Wed.

1A

Consultation 
Time

SQC(401)
1B SQC(404)
1C IS(405)
2A ERP-I(421)
2B PM(419)
3A QM(401)

Thr.

1A MA(421)

Common Liberal Arts

1B MA(422)
1C IE(404)
2A HRM(401)
2B SQC(405)
3A

Fri.

1A

No Class

1B
1C
2A SQC(401)
2B HRM(404)
3A LM(405)

Table 4. Course-Classroom Matching Table I

Day of 
the Week Class Morning

(Room #)
Afternoon
(Room #)

Mon.

1A IE(401) MA(422)
1B IS(409)
1C IS(409) AP(401)
2A WM(404)
2B EC(405) PM(405)
3A ERP-I(421) QM(404)

Tue.

1A IS(401) ME(409)
1B ES(405) IE(405)
1C ME(404) MA(422)
2A PM(409) SQC(404)
2B WM(401)
3A MA(422)

Table 5. Course-Classroom Matching Table II

실 수리  모형을 통해 불가피하게 정년 트랙 교수가 하

루에 2과목의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주 3일 이하의 강의
를 하게 됨을 입증하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정년 트랙 교수는 최소 주 4일 이상 강의 
시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그 지 못하면 한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식 (16)은 모든 요일에 
해 생성이 필요하나 공간상의 부족으로 본 논문에서는 

월요일에 해당하는 제약식만(∈) 명기하 다.
결론 으로 제약식 (15)와 (16)은 원활한 강의 진행

을 해 가능한 수 되어야 하는 상 인 제약을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제약식 (17)은 모든 의사결정변수가 0 

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정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의 목 함수는 제약 (1) ~ (14)를 수

하기 해 불가피하게 상 제약 (15)와 (16)에서 
 과 


 가 값을 가진다면 그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아

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4. 실험결과

본 논문의 상 학기는 1학년은 3개의 분반, 2학년은 
2개의 분반, 3학년은 1개의 분반이 존재하며, 분반별로 
6개의 공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36개의 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의실은 총 6
개이고 이  2개 실이 PC 실습실이다. 교수( 임  겸
임)별로 담당 과목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교양과목과 상
담과목 시간 도 이미 수요일 오 , 목요일과 요일 오
후로 결정되었다. PC 실습실이 필요한 과목은 총 8과목
이며(해당 과목의 꼴은 기울임 처리하 다), 이론 강의
실이 필요한 과목은 28과목이다. 
먼  해당 학기의 공과목을 배정하기 에 학과 조

교에게 시간표를 작성하기 해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

더니, 략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 다. 한, 타과 강
의실을 여해야 하는 경우 는 겸임교수님의 수업이 하

루에 배정이 안 되어 여러 일에 걸쳐서 배정되는 일 등이 

발생하면 실제 시간표를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하 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3.2 의 수리

 모델을 도우 10 64bit 운 체제에서 IBM ILOG 
CPLEX 12.6.3을 최 화 소 트웨어로 사용하여 최 해

를 구해보았다. 강의실 배정결과(Table 5)는 매우 짧은 
시간(0.01  이하)에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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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A

Consultation 
Time

ES(405)
1B AP(404)
1C ES(409)
2A EC(401)
2B ERP-I(421)
3A CAD(422)

Thr.

1A

Common Liberal Arts

1B ME(404)
1C IE(401)
2A ERP-I(421)
2B SQC(409)
3A LM(405)

Fri.

1A AP(401)
1B MA(421)
1C
2A HRM(405)
2B HRM(405)
3A VE(404)

결론 으로 두 강의실 배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조교
가 시간표를 작성할 때 이론 강의실 2곳의 여가 필요
했고, 이론 과목을 실습 강의실에 배정하는 경우가 1건 
발생했다. 한, 제조공학 1학년 A반과 1학년 C반은 1
명의 비정년 트랙 교수에 의해 강의 돼야 하는 과목이나, 
월요일과 화요일로 분리되었다.
반면 수리  모델링을 통하여 시간표를 작성할 시 강

의실 여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비정년 트랙의 교수는 

하루에 강의를 마칠 수 있었다. 즉, 강의실 활용률과 교
수 만족도 모두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재 학 장에서 학제변환, 산업체 
근로자 탁교육제도, 계약학과 제도 등의 변화에 따른 
강의실 배정문제를 풀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먼  강의실 배정을 한 제약을 크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약과 가능한 한 지켜야 하는 상 제약으로 

나 고 목 함수로는 이러한 상 제약을 가능하면 수

하는 것으로 구분하 다. 
이를 해 수리  모델을 제안하 으며, 이를 풀기 

해서 최 화 소 트웨어인 IBM ILOG CPLEX를 사용
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강의실 배정을 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 장에 더욱 리 사용

되기 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별도 개발이 필

요하다고 단된다. 한, 학마다 제약의 종류  내용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들에 한 표   반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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