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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특성별 학교사시설의 면 특성

- 2001년〜2003년의 기간을 심으로-

A Study on the Floor Area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chool 

Building Facilities by the Campus Characteristics in 200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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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ed the situation of the school building facilities in the university classified by the campus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224 universities campus of 180 4 year colleg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increases continuously in 2001-2003 in the campuses studied.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per 1 student increase 15.85㎡  in 2001, 17.62㎡ in 2002, and 17.79㎡ 

in 2003.

2)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is distributed widely, also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is below 130,000㎡ and the floor area per 1 student is below 23㎡ in 75% of the campuses studied.

3)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per 1 student increases 16.07㎡ in 2001, 17.41㎡ in 2002 and 

17.62㎡ in 2003.

4) The floor area of school building facilities per 1 student is large but tends to decrease every year in the 

university of education. Medical, arts and physical type campus has the large floor area per 1 student and the 

distribution of area is wide owing to the campus having a hospital. The floor area per 1 student is large and 

the distribution of area is wide in the sub campus.

키워드： 학, 캠퍼스 특성, 교사시설, 면 특성

Keywords：University, Campus Characteristics, School Building Facilities, the Floor Area Characteristics

1. 연구의 배경  목 1)

학의 교사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

실, 도서 , 학생회 , 학본부, 체육 , 박물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시설은 교육․연구

* 정회원, 강남 학교 도시건축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교사시설의 정비 상태는 각 캠퍼스가 처

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치 

 성격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를 들어, 교사시

설은 학의 설립목 , 캠퍼스의 학부학과구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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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교 등의 캠퍼스 특성에 따라서 정비 상태가 

다르다.

한 최근 학은 학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학

부․학과의 신․증설․폐과 등의 구조조정에 의하

여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학

조직의 재편성  학생수의 증․감소를 야기 시키

고 있다. 따라서 학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처하

기 하여 교사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지 까지 필자는 교사시설의 개선과 한 면

규모계획을 한 지견을 얻기 하여, 일련의 연구

(참고문헌 1～6)를 행하 다. 연구의 결과, 교사시설

의 정비 황은 각 학캠퍼스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교사시설면 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학환경과 캠퍼스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교사시설이 처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즉 본 논문은 경년추이에 의한 

1)교사시설의 면 변화  분포 황, 2)학생수와 교

사시설면 의 계, 3)캠퍼스 특성에 의한 교사시설

면 의 특성에 하여 검토하 다.

2. 연구 상의 개요

2.1 연구대상

연구 상은 교육인 자원부의 력을 얻어 수집

한 국의 4년제 학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이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기 으로 하여 각각의 교사시설면   

학생수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에 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단되는 캠

퍼스에 해서는 각 학의 시설담당자를 상으로 

화  면담조사를 행하여 수정․보완․삭제하

다. 최종 으로 데이터가 3년간 반복하여 수집 가능

했던 캠퍼스는 180 학 224캠퍼스이다.

2.2 교사시설의 정의

교사시설의 정의는 ｢ 학설립․운 규정｣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교사시설은 1)강

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등의 교육기본시설, 

2)체육 ․강당․ 자계산소 등의 지원시설, 3)연구

용 실험실․ 학원 연구실․ 학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4)박물 ․부속학교․계열별 부속시설 등

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교사시설면 이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면 을 

합친 것이다.

표 1. 캠퍼스 특성

캠퍼스 특성
캠퍼

스수
설 명 캠퍼스 

학

의

종류

일반 학 196 교수연구인력의 양성을 한 학 창원

산업 학 17 산업인력의 양성을 한 학 진주산업

교육 학 11 등학교의 교원양성을 한 학 서울교육

학부

학과

구성

종합형 56 모든 학부․학과를 가진 캠퍼스 강릉

혼합형 68 인문,이공학부학과를 가진 캠퍼스 호남 ( 산)

문계형 48 인문계학부학과를 가진 캠퍼스 루터신학

이공계형 23 이공계학부학과를 가진 캠퍼스 포항공과

의 체능 29 의 체능계릏 가진 캠퍼스 경북 (동인)

캠퍼

스간

분담

단독캠퍼스 143 분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캠퍼스 제주

메인캠퍼스 37 본교 캠퍼스 부경 (본교)

서 캠퍼스 44 분교 캠퍼스 부경 (용당)

2.3 캠퍼스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교사기 면 의 경년추이를 다음

과 같은 3종류의 캠퍼스 특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표1 참조).

(1) 학의 종류：“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면, 고

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는 학, 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방송․통신 학, 기술

학,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한 동법에서는 이

들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설립목 이 

정하여져 있으며, 이러한 설립목 의 차이에 의하여 

교사시설의 정비 상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연구 상인 4년제 학을 학교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학, 산업 학, 교육 학이 된다(편의

상 본 논문에서는 학을 일반 학이라 한다).

(2) 캠퍼스의 학부․학과구성：각 캠퍼스의 학

부․학과구성은 다양하다. 학생 생활은 소속 학부 

 학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의 정비 상태

도 학부․학과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우선 캠

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학과를 7개의 타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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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사시설면 의 경년추이

그림 2.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의 경년추이

문계, 사회계, 이․농수산계, 공학계, 사범계, 체능

계, 의학계)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학부․학과 타입

의 조합을 심으로 캠퍼스를 크게 종합형, 혼합형

(인문․이․공계), 이공계형, 사범계형, 의학계형, 

체능계형의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의학계형과 체능계형 캠퍼스의 경

우, 그 사례 수가 었으므로 이들을 의 체능계형 

캠퍼스로 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하여 고찰하 다.

(3)캠퍼스간의 분담：복수의 캠퍼스로 구성된 

학에서는 시설의 공통화  공유이용을 하여 일

부 교사시설을 특정 캠퍼스에 으로 설치하여 

다른 캠퍼스들은 시설이 설치된 캠퍼스에 의존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교를 메인캠퍼스 

분교를 서 캠퍼스로 하여, 단독캠퍼스밖에 없는 

학과 구별했다.

3. 교사시설면 의 황

3.1 교시설면적의 경년추이

교사시설면 에 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의 경년추이를 검토하 다.

우선 그림1은 년도별로 연구 상 캠퍼스의 교사

시설면 의 총합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교사시설면 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 으

로, 2002년도의 경우는 2001년도와 비교해서 약 

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는 

2002년도와 비교해서 약 4.3%의 증가를 보이고 있

다. 한, 2001년도를 기 으로 하여 2003년도까지 2

년간의 교사시설면 의 증가율은 약 10.4%이다. 이

것은 각 캠퍼스들이 학시설에 한 양 정비를 

지속 으로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년에 의한 교사시설규모의 실질 인 

변화를 추이하기 하여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을 

검토하 다. 그림2는 년도별로 연구 상 캠퍼스의 총 

교사시설면 을 총 학생수로 나  학생1인당 교사시

설면 을 표시한 것이다.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은 

2001년도가 15.85㎡, 2002년도가 17.62㎡, 2003년도가 

17.79㎡이다. 이것에 의하면, 2002년도는 2001년도와 

비교해서 약 11.14%가 증가하 으며, 2003년도는 

2002년도와 비교해서 약 1.01%가 증가하 다. 한, 

2001년도를 기 으로 하여 2003년도까지 2년간의 학

생1인당 교사시설면 의 증가율은 약 12.3%이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증가율의 격차가 매우 심

하다. 이것은 2002년도에 교사시설면 이 격히 증

가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를 기 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학생수가 각각 4.73%, 1.65%감소하 기 

때문에 일어난 상이다. 연구 상 224캠퍼스의 총 학

생수는 2001년도가 1,349,769명, 2002년도가 1,285,797

명, 2003년도가 1,327,481명이다.

3.2 교사시설면적의 분포현황

앞 에서는 연구 상의 체 교사시설면 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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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년도별 교사시설의 면 분포

그림 4. 년도별 학생1인당 교사시설의 면 분포

그림 5. 년도별 학생수와 교사시설면 의 계

합을 사용하여 경년에 의한 면 규모의 추이를 검

토하 다. 그러나 각 캠퍼스의 면 규모는 그 캠퍼

스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캠퍼스들이 가지고 있는 교

사시설면 의 분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즉 연구

상 캠퍼스에 한 교사시설의 면 분포를 시각

인 표 방법인 상자도(Boxplot)1)로 표시하여 분석하

다.

그림3은 년도별로 교사시설의 면 분포를 상자도

로 작성한 것이다. 체 으로 특이값이 많이 존재

하므로 분포가 넓게 확산되어 있다. 년도별로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교사시설면 이 13만㎡이하에 연

구 상 캠퍼스의 약75%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4은 년도별 학생1인당 교사시설의 면 분포

를 상자도로 작성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체

으로 특히값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면 분포가 

상당히 넓다. 한 특이값이 모두 면 이 큰 캠퍼스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캠퍼스들이 분포를 넓

게 확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년도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이 23㎡이하에 

연구 상 캠퍼스의 약 75%가 분포되어 있다.

3.3 학생수와 교사시설면적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학생수와 교사시설면 과의 계를 

검토하 다. 학생수는 그 캠퍼스의 규모를 상징 으

로 표 한다. 따라서 학생수는 교사시설의 면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그림5는 연구 상 캠퍼스에 한 3년간의 학생수

와 교사시설면 과의 계를 산포도로 표시한 것이

다. 한 각 년도별로 학생수를 독립변수, 교사시설

면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얻어진 회귀직선을 산포도에 같이 표시하 다. 회귀

1) 상자도(Boxpot)는 변수의 상한치, 하한치, 퍼짐(분포상

태), 앙치(median)를 시각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상자

도는 상자 속의 실선이 앙치(median)이며 사각은 

25%로부터 75%까지의 범 ( 체 분포의 50%)의 데이

터를 표시한다. 그리고 상자에 붙은 수염(線)의 끝은 상

자크기의 1.5배까지의 범 에 있는 최 치와 최소치를 

표시하고 있다. 한 수염의 범 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치를 특이값(outlier, 外側値：○, 極外値：×－)이라 한다.

직선(교사시설면  = a + b × 학생수, a：정수, b：

회귀계수)의 산출에 있어서, 유의성검토의 결과 정

수(a)=0가 성립하 으므로 정수(a)를 회귀직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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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의 종류별 학생1인당교사시설면 의 경년추이

그림 7. 캠퍼스유형별 학생1인당교사시설면 의 경년추이

그림 8. 캠퍼스분담별 학생1인당교사시설면 의 경년추이

제외했다. 이 회귀직선으로 학생수가 1명 증가할 때

마다 늘어나는 교사시설면 의 증가비율을 이론

으로 측하 다.

그림5에 의하면, 년도별 각 캠퍼스들간의 학생수

와 교사시설면 의 분포범 가 상당히 크다. 체

인 분포의 흐름은 강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

다. 즉 학생수와 교사시설면 과의 상 계수가 2001

년도는 0.89, 2002년도는 0.91, 2003년도는 0.90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교사시설면 의 변동은 

학생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한 회귀

직선에 의하면, 연구 상 캠퍼스는 학생1명이 증가 

할 때마다 평균 교사시설면 이 2001년도는 16.07㎡, 

2002년도는 17.41㎡, 2003년도는 17.62㎡증가하고 있

다. 이 결과에 의하면, 매년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의 증가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시설의 

양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캠퍼스 특성별 교사시설면 의 정비특성

여기에서는 캠퍼스 특성별 교사시설면 의 경년

추이를 검토하 다. 교사시설면 의 실질 인 변화

를 검토하기 하여,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을 사

용하 다.

4.1 캠퍼스 특성별 교사시설의 면적특성

(1) 학의 종류：그림6은 학의 종류에 의한 학

생1인당 교사시설면 의 년도별 변화를 표시한 것

이다. 이것에 의하면, 체 으로 교육 학의 면 규

모가 다른 유형의 학보다도 크다. 그러나 교육

학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은 매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육 학의 경우, 2001년

도부터 2003년도까지 교사시설면 은 6%밖에 증가

하지 않았으나, 학생수가 13%나 증가하 기 때문에 

일어난 상이다.

일반 학과 산업 학은 2001년도를 기 으로 2002

년도와 2003년도의 면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것

은 2001년도를 기 으로 2년간 교사시설면 은 증가

하고 학생수는 감소하 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

향은 산업 학의 경우 하다.

(2) 캠퍼스의 학부․학과구성：그림7에 의하면, 

종합형, 이공계형, 의 체능계형 캠퍼스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은 매년 조 씩 이 증가하고 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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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의 종류별 학생1인당 교사시설의 면 분포

그림 10. 캠퍼스 유형별 학생1인당 교사시설의 면 분포

합형, 혼합형, 문계형 캠퍼스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

면 은, 2002년도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

으나, 2003년도는 2002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같은 

수 을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 감소하 다. 이것은 

매년 교사시설면 은 조 씩 증가하고 있으나, 캠퍼

스 유형별로 학생수의 증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

난 상이다.

한 의 체능계형 캠퍼스는 다른 유형의 캠퍼스

보다도 면 규모가 매우 크다. 이것은 이들 캠퍼스

들이 계열별 부속시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

(3) 캠퍼스간의 분담：그림8에 의하면, 서  캠퍼

스는 다른 유형의 캠퍼스보다도 학생1인당 교사시

설면 이 월등히 크다. 단독 캠퍼스와 메인 캠퍼스

의 경우, 2002년도는 면 규모가 증가하 으나, 2003

년도는 2002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 이

것은 2001년도를 기 으로 2002년도에 학생수가 

격히 감소하 기 때문이다.

4.2 캠퍼스 특성별 교사시설면적의 분포특성

(1) 학의 종류：그림9는 연구 상 캠퍼스를 

학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년도별 학생1인당 교사시

설면 의 분포 황을 상자도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

에 의하면, 일반 학의 경우 특이값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한 이들 특이값은 모두 면 이 큰 

캠퍼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일반 학의 

면 분포를 넓게 확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산업 학, 교육 학의 면 분포는 매우 좁다. 특이값

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1인당 교사시

설면 의 정비격차는 일반 학은 크고, 산업 학, 교

육 학은 작다.

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학(약75%)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이 일반 학은 

22.7㎡이하, 산업 학은 22.9㎡이하, 교육 학은 27.7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2) 캠퍼스의 학부․학과구성：그림10에 의하면, 

체 으로 의 체능계형 캠퍼스의 면 분포가 넓

게 확산되어 있다. 한 면 규모가 큰 캠퍼스들이 

많이 존재한다. 의 체능계형 캠퍼스는 병원 등의 

부속시설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가 존재하므로 이들 

캠퍼스들이 면 분포를 넓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종합형 캠퍼스는 면 분포가 제일 좁다. 혼합

형, 이공계형, 문계형 캠퍼스도 특이값을 제외하면 

상 으로 면 분포가 좁은 편이다. 이것은 캠퍼스

를 구성하는 학부․학과구성에 따라서 제각기 달리 

사용되는 교사시설의 성격이 반 된 것이다.

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캠

퍼스(약75%)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이 종합형 

캠퍼스는17.8㎡이하, 혼합형 캠퍼스는 19.4㎡이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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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캠퍼스의 분담별 학생1인당 교사시설의 면 분포

계형 캠퍼스는 27.3㎡이하, 이공계형 캠퍼스는 27.4

㎡이하, 의 체능계형 캠퍼스는 79.1㎡이하에 분포

되어 있다.

(3) 캠퍼스간의 분담：그림11에 의하면, 체 으

로 단독 캠퍼스와 서  캠퍼스는 특이값이 존재하

므로 면 분포가 넓다. 한 특이값이 모두 면 이 

이 큰 캠퍼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캠퍼스들

이 분포를 넓게 확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  캠퍼스의 경우, 다른 캠퍼스 유형보다도 학생1

인당 면 이 큰 캠퍼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캠

퍼스들간의 면 격차도 매우 크다. 메인 캠퍼스는 

다른 유형의 캠퍼스들과 비교하여 학생1인당 면

이 상 으로 다. 면 분포는 매우 좁으며, 형태

는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메인 캠퍼스

들간의 면 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캠

퍼스(약75%)의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이 단독 캠

퍼스는21.7㎡이하, 메인 캠퍼스는 18.1㎡이하, 서  

캠퍼스는 59.6㎡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5. 결론

(1)연구 상 캠퍼스의 총 교사시설면 은 2001년

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학생1인당 교사시설면 은 2001년도가 15.85㎡, 

2002년도가 17.62㎡, 2003년도가 17.79㎡이다. 경년에 

의한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학생1인당 면  증가율의 격차가 심하다.

(2) 교사시설의 면 분포는 체 으로 특이값이 

많이 존재하므로 넓게 확산되어 있다. 한 연구 상 

캠퍼스의 약 75%가, 교사시설면 이 13만㎡이하, 학

생1인당 교사시설면 이 23㎡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3) 연구 상 캠퍼스는 학생1인에 하여 교사시

설면 이 2001년도는 16.07㎡, 2002년도는 17.41㎡, 

2003년도는 17.62㎡씩 증가하고 있다.

(4) 캠퍼스 특성별 교사시설의 면 특성은 다음과 

같다. 1)교육 학의 학생1인당 면 규모는 크나, 매

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학과 산업

학은 2001년도를 기 으로 조 씩 증가하고 있다. 

면 분포는 일반 학은 매우 넓고, 산업 학, 교육

학은 좁다. 2)의 체능계형 캠퍼스는 학생1인당 면

규모가 매우 크며, 면 분포도 넓다. 이것은 병원 

등과 같은 계열별 부속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캠퍼

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합형, 혼합형, 문계형 캠

퍼스는 면 규모가 작고, 면 분포도 좁다. 3)서  

캠퍼스는 학생1인당 면 규모가 크며, 면 분포도 

넓다. 단독 캠퍼스와 메인 캠퍼스는 면 규모가 작

다. 한 메인 캠퍼스의 경우, 면 분포가 매우 좁

다. 따라서 메인 캠퍼스간은 면 격차가 거의 없다.

참고문헌

1. 金鍾石, 大學캠퍼스의 學部學科構成에 의한 校

施設의 面積特性, 大韓建築學 論文集 計劃系 21

권 1호, 2005.

2. 金鍾石, 國立大學캠퍼스의 학생1인당 面積格差에 

의한 校 施設 整備特性, 大韓建築學 論文集 計

劃系 19권 5호, 2003.

3. 金鍾石, 大學校 施設의 基準面積과 保有面積에 

한 察, 大韓建築學 論文集 計劃系 18권 9호, 

2002.

4. 金鍾石, 國立大學의 種類에 의한 大學施設面積構

成, 大韓建築學 論文集 計劃系 16권 12호, 2000.

5. 金鍾石, 國立大學의 캠퍼스 類型에 의한 大學施

設의 特性, 韓國敎育施設學 . 6권 3호, 1999.

6. 金鍾石, 國立大學의 캠퍼스 특성에 의한 校 施



 캠퍼스 특성별 학교사시설의 면 특성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3券 第3號 通卷 第56號 2006年 7月  55

設의 整備特性, 大韓建築學 論文集計劃系 15권 

6호, 1999.

7. 金鍾石, 國立大學團地における福利厚生施設の整

備水準と計劃に關する硏究, 東京工業大學 博士學

位論文, 1996.

8. 金鍾石, 宮本文人, 志水英樹, 石田眞, 國立大學に

おける大學 館の諸室構成と整備特性に關する硏

究, 日本建築學 計劃系論文集 NO.478, 1995.

9. 金鍾石, 宮本文人, 志水英樹, 國立大學における學

生當たり面積から見た福利厚生施設の整備差に關す

る硏究, 日本建築學 計劃系論文集 NO.469, 1995.

10. 金鍾石, 宮本文人, 志水英樹, 國立大學における福

利厚生施設の整備特性に關する硏究, 日本建築學

計劃系論文集 NO.458, 1994.

11. 林秀彌, 大学キャンパス計画, 彰国社, 1978.

12. 上野尚一, 統計グラフ, 朝倉書店, 2003.

13. 김호정, 사회과학통계분석. 삼 사, 1998.

14. 古谷野 わたる, 多變量解釋ガイド, 川島書店, 1988.

15. 管民郞, 多變量統計分析, 現代數學社, 1996.

16. 田中 豊, 脇本和昌, 多變量統計分析法, 現代數學社,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