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sau.ac.kr

 2022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022. 4. 1.2022. 4. 1.2022. 4. 1.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http://www.sau.ac.kr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일   시 : 2022. 4. 1.(금) 13:0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I

3. 구   분 : ■ 정  례    □ 비정례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7명
오혁수, 김세환, 안동찬, 최동혁, 김형준, 윤미리, 김다희
※ 성과관리팀 박위연 팀장, 기획예산팀 나가람 직원 배석

불참인원 5명 김재현, 이귀영, 강병대, 강부근, 김희원
문서서식포탈비즈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5. 개회선언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내용

▣ 제1호 안건.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박위연 팀장이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대해서 설명함.

  가. 조정(안) 총괄 현황 : 

    - 학과 구조개혁 TFT(학과 및 계열 의견 조율) 및 입학홍보처 입학홍보팀의 의견을 최종 반영

    - 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 충원율 충족을 위한 입학정원 1,050명이나 학과 구조개혁 조정(안)

      의 입학정원은 1,075명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입학정원 심의 결과 1,050명으로 감축.

구분 내용
대학 입학정원 감축 1,500명에서 1,050명 (450명 감축)
학과 및 전공 모집정지 1개 학과, 전공 모집정지 1개
학과 및 전공 신설 2개 학과, 4개 전공
학과 계열변경 4개 학과
학과 명칭변경 및 전공 변경 11개 학과
학과 정원조정 감원 : 19개 학과, 증원 : 3개 학과



  나. 입학정원 감축 사유
    -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신입생 충원율 지표 충족요건의 최소기준(90%)으로 입학정원 감축
    - 2023학년도 평가 지표 산출(확정)

연도
입학정원

(A)
입학인원

(B)
신입생충원율
(C)=(B/C)×100

입학정원
감축인원(D)

감축분 반영 
신입생 충원율

(E)=B/{(A)-(D)}×100
2021 1,805 1,008 55.8% 67.2%
2022 (1,500) 305

    - 2024학년도 평가 지표 산출(예측)

연도
입학정원

(A)
입학인원

(B)
신입생충원율
(C)=(B/C)×100

입학정원
감축인원(D)

감축분 반영 
신입생 충원율

(E)=B/{(A)-(D)}×100
2022 1,500 948 63.2% 90.28%
2023 (1,050) 450

    ※ 상기 산출식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작성 됨.
  다.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 심의(안) 현황

계열 학부 학과 학제
2022

입학정원 
2022

등록인원 
2023

심의(안)

공학

기계전기

안전공학부

기계공학 전공(기계과) 2 65 19 35
전기공학 전공(전기과) 2 80 38 40
스마트패키징 전공 2 40 22 30
소방안전관리 전공 2 40 26 30
자동화시스템 전공(신설) 2  -  - 30

건축과 3 60 30 35
소계 　 285 135 200

인문

사회

경영학과 2 40 39 35
사회복지학과 2 70 69 60
호텔경영과(여행컨텐츠) 2 - - -
경호경찰행정학과 2 120 97 80
세무회계과 2 40 12 -
아동보육과 2 40 17 30

소계 　 310 234 205

자연

과학

호텔조리과(호텔조리제빵과) 2 140 86 60
호텔제과제빵과(신설) 2 - - 30
호텔외식카페창업과(호텔경영과) 2 80 20 30
반려동물과 2 35 34 40
동물보건과(신설) 2 - - 30
바이오생명과학과 2 65 41 30

소계 320 181 220

예체능

실내디자인과 3 70 27 30
시각디자인과(산업디자인과) 2 65 29 30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전공 2

110 107 
30

메이크업전공 2 30
토탈뷰티전공 2 30

실용음악과(공연음악과) 2 70 56 50
실용무용과(실용댄스과) 2 35 29 40
연예매니지먼트과 2 40 19 30
스포츠지도과 2 40 40 60
웹디자인과(컴퓨터정보과) 2 40 20 30
영상콘텐츠과(멀티미디어컨텐츠과) 2 80 44 35
웹툰출판미디어과 2 35 27 30

소계 　 585 398 425
총계 1,500 948 1,050



  라. 2023학년도 학과구조개혁에 따른 계열별 현황

  

계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정원 학과수 심의(안) 학과(전공)수

공학 470 8 200 6 (전공 5)

인문사회 390 6 205 4

자연과학 175 2 220 6

예체능 465 8 425 10 (전공 3)

계 1,500 24 1,050 26 (전공 8)

§ 최동혁 의원이 실용댄스과 학과명의 실용무용과 변경에 학과의 동의가 있었는지 질의함.

§ 박위연 팀장이 학과의 의견을 반영했고, 학생들의 의견도 만장일치로 실용무용과로 바꾸길 희망

하여 변경하였다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3시 55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4월 1일



■ 회의 사진



2022년 쩨3차 대학I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22. 4. 1(금) 13:00 I 본관 2충 세미나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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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오혁수 ‘짜융;ν「 교원 

(의장) 

평의원 
김재현 직원 

(부의장) 

평의원 김세환 ·) 교원 

평의원 이귀영 교원 

평의원 안동찬 ζ;~ 교원 

평의원 최 동혁 7; ,~ 직원 

평의원 김형준 씨~Pt 직원 

-----v、J

평의원 강병대 직원 

/I 
• .A -

/ · 

평의원 윤 미리 계좌번호 ; • 동문대표 

욕?| 팅@나-:2.'끼b'> I.fl/ - D). -oo / 

평의원 ?그} -닙I 二L_그 계좌번호 ; 외부인사 

평의원 김희원 학생대표 

평의원 김다희 %μ 조교 


